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인의 학술 연합회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해양과학기술 각

부문별 학술 전문성의 증진과 동시에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21세기 해양강국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2012년 5월 31일과 6월 1일의 양일 간 대구 엑스코에서「2012년도 한국해

양과학기술협의회공동학술대회」를개최합니다. 

근래해양개발이단지해양의부존자원을개발하는것만이목적이아니라는것을알기시작

했습니다. 해양부존자원의개발은인류에게있어대단히의미있는것이며, 후손을위해우리

들이해야할책무중하나임에는명백하지만, 그와동시에그러한인류의제반활동이지구환

경에 미친 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할 시기입니다. 인류생존과 직결되는 바다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전개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도‘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서

바다와연안에관련된인류공동과제에대한대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 중에는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공동으로 해양대전으로 개최되는

여수엑스포의취지를살려“여수엑스포, 건강한바다와인류의미래”라는주제의공동심포

지움 그리고“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바다와 기후변화”, “해양플랜트”, “해양

신재생에너지”를다루는공동워크샵을함께개최합니다.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해양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의 5개 학회에서 약 740여 편의 다양한 학술논문들이 발표됩니다. 공동

심포지움, 공동 워크샵 그리고 학회별 논문 발표장에서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모든해양인가족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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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행사 일정표

공동 심포지움

공동워크샵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공동워크샵 [해양신재생에너지]

공동워크샵 [해양플랜트]

공동워크샵 [바다와 기후변화]

발표장 안내

행사장 안내

기타 안내

2012



공동 심포지움 (주제：여수 EXPO, 건강한 바다와 인류의 미래)
5개 학회별 학술발표대회
공동워크샵
1부-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2부-해양신재생에너지
3부-해양플랜트
4부-바다와 기후변화
전시회 등

1일차 : 2012년 5월 31일(목)
09:00~16:30 : 각 학회별 Session 진행
10:30~12:00 : 공동 워크샵Ⅰ: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15:00~16:30 : 공동 워크샵Ⅱ: 해양신재생에너지
17:00~19:00 : 공동 심포지엄(5층 컨벤션홀)

(주제: 여수 EXPO, 건강한 바다와 인류의 미래)
19:00~20:30 : 만찬회(5층 컨벤션홀)

2일차 : 2012년 6월 1일(금)
09:00~18:00 : 각 학회별 Session 진행
10:00~11:30 : 공동 워크샵 Ⅲ:해양 플랜트
14:15~16:00 : 공동 워크샵 Ⅳ:바다와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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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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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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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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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20:00

구분 5월 31일(목) 6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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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학회별 행사

SA SB SC SD SE

SA SB SC SD SE

SA SB SC SD SE

SA SB SC SD SE

만찬

Lunch Lunch

Coffee Break

공동워크샵
[해양플랜트] 10:00~11:30

[바다와 기후변화] 14:15~16:00

학회별 폐회(18:00시 이전)

공동워크샵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10:30~12:00
[해양신재생에너지] 15:00~16:30

협의회 공동 심포지움 (17:00~19:00)
주제 :여수EXPO, 건강한 바다와 인류의 미래

※ SA(한국해양학)/SB(대한조선학)/SC(한국해양공학)/
SD(한국해안·해양공학)/SE(한국해양환경공학) 



주 제 : 여수 EXPO, 건강한 바다와 인류의 미래

일 시 : 2012년 5월 31일(목) 17:00~19:00 

장 소 : 대구 EXCO, 5층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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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후 원 : 국토해양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구광역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산업계, 언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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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행사 : 특별세션(논문발표), 포스터발표, 관련업체 부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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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 채장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환 사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축 사 : 주성호 국토해양부 차관

박상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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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세계박람회 1851-2012 ; 과학기술 견본시로서의‘과학의 궁전’(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발표 2: 새로 출범하는 KIOST에 바란다(최항순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3: 미래 해양경제와 마리나산업 육성정책(연 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토론회]
자유토론
결론 및 폐회

제3부 협의회만찬회 (19:00~20:30) 



일 시 : 2012년5월 31일(목) 10:30~12:00
장 소 :  EXCO 306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양공학회, 대한조선학회

[5월 31일(목) 10:30-12:00, 306호] 사회 : 홍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내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김우전(목포대학교 교수)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의 역할
박노준(TMS 대표) 

조선기자재업체 현황 및 전망
김 훈(경남대학교 교수)

패널토론

이진모 (지식경제부 사무관)

김용수 (대우조선해양 이사)

김정환 (조선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일 시 : 2012년5월 31일(목) 15:00~16:30

장 소 : 대구 EXCO 306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5월 31일(목) 15:00-16:30, EXCO 306호] 사회 : 홍사 (한국해양연구원)

「2020년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실현을 위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추진현황
성진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추진단장)

Marine energy development in Scotland for challenging leadership
Howard Jang (스코트랜드 국제개발청 한국대표) 

Technical and strategic issues for offshore wind engineerin
오정배 (GL-Garrad Hassan 한국지사장)

파력발전 국내외 기술 현황 및 미래전망
홍기용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API X60이 적용된 조류발전기 파일 타워의 구조해석
조철희 (인하대학교 교수)



일 시 : 2012년 6월 1일(금) 10:00-11:30

장 소 : 306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6월 1일(금) 10:00-11:30, 306호] 사회 : 이동연(삼성중공업(주)수석연구원)

해상 시추선의 Heave Compensation System 동적 거동 해석
구남국, 조아라, 이규열(서울대학교), 박광필(대우조선해양(주)), 노명일(울산대학교)

불확실성을 고려한 해양플랜트 인명사고의 위험도 정량화 방법에 대한 연구
배정훈, 노윤화,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파랑중 수직운동의 비선형성에 관한 연구
이동연, 이종훈, 김세은(삼성중공업(주)) 

일 시 : 2012년 6월 1일(금) 14:15-16:00

장 소 : 306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양학회, 대한조선학회

[6월 1일(금) 14:15-16:00, 306호] 사회 : 강동진(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후변화가 남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
주세종(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Comparison of long-term trends of zooplankton from two marine ecosystems across the North Pacific:
Northeastern Asian Marginal Sea and Southern California Current System
Young-Shil Kang(국립수산과학원)

Northwest Pacific Climate-Ocean Variability and Korean Marine Fisheries Resources
SM M. Rahman, Chung Il Lee, Hae Kun Jung, Moon Hee Han(강릉원주대학교)

연안항만의 기후변화 향과 적응 방안
강시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기천(한국해양연구원)

지구온난화와 북극해 항로(Global Warming and Northern Sea Routes)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 Poster Session : 3층 로비

*공동심포지움 : 5층 컨벤션홀

*공동워크샵 : 3층 306호

*만찬 : 5층컨벤션홀

*점심 : 5층컨벤션홀

*각학회별발표장

5. 31 한국해양학회 324A, 324B, 325A, 325B, 325C, 325D

(목) 대한조선학회 B101, B102, B103, B104, B105, B106, B107, B108, B109, B110

~ 한국해양공학회 321A, 321B, 322A, 322B, 323A, 323B
6. 1 한국해안·해양공학회 307, 313, 314, 315
(금) 한국해양환경공학회 320A, 320B

구분 학회명 발표장소



지하 1층

지하 3층



지하 5층



–사전등록 : 5월 18일(금) 마감
–현장등록 : EXCO 3층 로비

–현장등록
일반회원 : 100,000원 학생회원 : 50,000원

전시 Booth : 기본부스(3m x 2m)

전시 기간 : 5월 31일(목) - 6월 1일(금)

전시 장소 : EXCO 3층 로비

사무국 : BEXCO 3층 306호 부속 룸

인터넷 라운지 : BEXCO 3층 로비

커피 브레이크 : BEXCO 3층 로비



주제 : 여수 EXPO, 건강한 바다와 인류의 미래
일시 : 2012년 5월 31일(목) 17:00~19:00 

장소 : 대구 EXCO, 5층 컨벤션홀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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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 국토해양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구광역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산업계, 언론사 등

2012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심포지움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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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 채장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환 사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축 사 : 주성호 국토해양부 차관

박상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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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 세계박람회 1851-2012 ; 과학기술 견본시로서의‘과학의 궁전’(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발표 2 : 새로 출범하는 KIOST에 바란다(최항순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3 : 미래 해양경제와 마리나산업 육성정책 (연 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토론회]

자유토론

결론 및 폐회

제3부 협의회만찬회 (19:00~20:30) 

장소 : 대구 EXCO 

5월 31일(목)



1851-2012

         - 

                                 ( )   

1)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Martin W.Sandler, "Atlantic Ocean", Stering Publishing, New York, 2008 

,p.311





3) Alistair Cooke, "AMERICA", Random House, 1973 ( ,

, , 1882, p.84).

4) , ,1992, pp.35-36.





5) Howard Zinn,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 ,

1, , 2011, p.427).



 3. 







6) 







7) 





새로 출범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바란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바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심포지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바란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바란다

2012. 5. 31.

서울대학교 최 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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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II

법안의 주요내용IIII

KIOST의 목적과 비젼IIIIII

IVIV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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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1. 설립과정

•• 2011. 7.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발의

해양연-KMI-해양대 통합-교과부소속

• 2011. 9.28   수정발의

해양연중심-국토해양부소속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 2011.12.29   국회본회의 의결

• 2011.12.31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2012.  7. 1    한국해양과학원 출범

2. 법안의 주요내용(1/2)

•• 제제11조조((목적목적)  )  해양에해양에 대한대한 연구와연구와 개발개발, , 관리와관리와 이용이용, , 전문인력양성

•• 제제66조조((경영경영)  )  연구와연구와 경영에경영에 독립성과 지율성을 보장

•• 제제77조조((임원임원)  )  당연직이사당연직이사

-- 원장원장,,기재부기재부..교과부교과부..국토부국토부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 , 해양대총장해양대총장

•• 제제1010조조((출연금출연금) )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할출연할 수수 있다있다..

•• 제제1111조조((공유재산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공유재산과 물품을물품을 무상대부할무상대부할 수수 있다있다..

•• 제제1212조조((수익사업수익사업) ) 지장이지장이 없는없는 범위에서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제1515조조((지원지원..조정조정) ) 국토부장관은국토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해양과기원을 지원하며지원하며, , 조정.감독한다..

국가는국가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법안의 주요내용(2/2)

•• 제제1717조조((겸직겸직)  )  연구연구..개발개발 직원은직원은 부산지역 국립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 제제1919조조((연구연구)) 연구계획서와연구계획서와 보고서를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하여야 한다한다•• 제제1919조조((연구연구) ) 연구계획서와연구계획서와 보고서를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하여야 한다한다..

국토부장관은 이를 심의.평가하고, 수정.보완조치할 수 있다..

•• 제제2222조조((협력협력) ) 국내외국내외 대학대학 및및 연구기관과연구기관과 협력할협력할 수수 있다있다..

부칙부칙

•• 제제22조조((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위원장을 포함하여포함하여1010명명 이내의이내의 설립준비위를설립준비위를 설치설치•• 제제22조조((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  위원장을위원장을 포함하여포함하여1010명명 이내의이내의 설립준비위를설립준비위를 설치설치

•• 제제44조조((이사장이사장 및및 원장원장 임명의임명의 특례특례)  )  설립당시의 이사장은 해양대총장

설립당시의설립당시의 원장은원장은 해양연원장으로해양연원장으로 한다한다..

해양과기원 설립 목적

국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

세계적인 해양연구와 해양자원의 개발

3. KIOST의 목적과 비젼

해양과기원 설립 의의

세계적인 해양연구와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분야 우수전문인력 양성

해양과학기술분야를 국가의 중점 육성 분야로 설정, 집중지원

일률적으로 적용 받아 온 출연연 정첵제도에서 탈피 해양분야에 대한 국가의 집중지원

6

일률적으로 적용 받아 온 출연연 정첵제도에서 탈피, 해양분야에 대한 국가의 집중지원

이 가능해 짐: 해양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계기

해양과학기술분야에 산∙학∙연 협력의 플랫폼 구축

약 40년간 축적된 해양(연) 연구능력과 인프라 바탕으로 대학, 산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

해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도전 기회

글로벌 해양연구를 활성화할 선도적 구심체 확립



KIOSTKIOST
비비 전전

해양과학기술의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글로벌 리더리더

“SMART KIOST”“SMART KIOST”

해양과학기술의 수월성(Superior)을 유지하고, 

다학제적 융·복합연구(Multi-Disciplinary)를 수행하며, 

7

국가사회에 책임있는(Accountable) 자세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Responsive),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Timely),

해양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 핵심역할 수행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기술11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22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77

해양광물자원 이용 기술88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22

극지해역 환경·자원 연구33

연안재해·재난 대응 기술44

해양광물자원 이용 기술88

해양생물자원 이용 기술99

해양공간 이용 기술11
00

8

첨단 해양운송체 및 해양안전 기술55

해양플랜트 및 장비 시스템 기술66

해양위성 및 해양방위 기술1111

해양과학기술 정책 및 제도11
22



4. 고민해야 할 과제

KIOSTKIOST설립설립 국제심포지움국제심포지움 ((서울서울, 2012.3.9), 2012.3.9)

A Shared Vision and Priorities StatementA Shared Vision and Priorities Statement•• A Shared Vision and Priorities StatementA Shared Vision and Priorities Statement

Mrs. Jacky Wood, Head of International & Strategic Partnership,          Mrs. Jacky Wood, Head of International & Strategic Partnership,          

NOC, UK (1NOC, UK (1stst meeting, 2011.2)meeting, 2011.2)

•• Communication and DecentralizationCommunication and DecentralizationCommunication and DecentralizationCommunication and Decentralization

Dr. Yves Henocque, Senior Advisor, IFREMER, France Dr. Yves Henocque, Senior Advisor, IFREMER, France 

(5 centers+20 stations)(5 centers+20 stations)

•• 재정재정 및및 인력인력 확보확보

2011   5652011   565명명(2,800(2,800억원억원))

2020  1,1002020  1,100명명(7,000(7,000억원억원)),, ( ,( , ))

•• 자율성자율성 확보확보

Money & Freedom !Money & Freedom !

Dr. Asahiko Taira, Executive Directorior, JAMSTEC, JapanDr. Asahiko Taira, Executive Directorior, JAMSTEC, Japan

KIOSTKIOST설립설립 국제심포지움국제심포지움 ((서울서울, 2012.3.9), 2012.3.9)



•• 연구와연구와 인력양성인력양성 병행병행

KIST vs KAISTKIST vs KAIST

““부산지역부산지역 국립대학”국립대학”

MTRC?MTRC?MTRC?MTRC?

“KIOST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크게 발전하여크게 발전하여

설립목적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미래 해양경제와 마리나산업 육성정책

(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주제 :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일시 : 2012년 5월 31일(목) 10:30~12:00

장소 : EXCO 306호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공학회, 대한조선학회

2012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워크샵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세부일정 ●●●

[5월 31일(목) 10:30-12:00, 306호] 사회 : 홍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내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현황 및 전망

김우전(목포대학교 교수)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의 역할

박노준(TMS 대표) 

조선기자재업체 현황 및 전망

김 훈(경남대학교 교수)

패널토론

이진모 (지식경제부 사무관)
김용수 (대우조선해양 이사)
김정환 (조선기자재연구원 본부장)

5월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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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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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회사 현황

분류 항목 주요현황 비고

A-그룹
(종합설계)

주요회사
한국해사기술(KOMAC), 극동선박설계, DSEC, 
TMS, 한국선박기술(KMS), GMT 등

고용규모(회사별):
약 50~250명

주요업무
조선해양설계, 설계감리, 조선소 컨설팅, 생산기
술자문, 기자재구매대행 등

고정거래선 조선소 자회사(1), 특정조선소설계전담(2)

설계범위 선박 System 전분야(기본/상세/생산) 전략선종개발가능

경영현황
재무상태는 B-그룹대비 양호하나, 전담조선소가
없는 경우 일감부족으로 구조조정진행 중,
조선불황대안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 중

B-그룹
(단품설계)

주요회사
한신ENG, SPD, KMEC, 세진ENG, 신동방
ENG, 경원ENG 등

고용규모(회사별):
약 5~80명

주요업무 조선해양설계(상세/생산설계)

고정거래선 일부 제외하고 고정거래선 없음

설계범위 선박 System별로 단품위주 설계 선종개발역량부족

경영현황
일부 회사 제외하고 대 부분 영세규모,
조선불황에 따른 저가수주/경영악화로 인해
폐업 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진행 중

Dream togeth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공동학술대회]4

분야 엔지니어링업체의 주요 문제점

경영여건과

고용창출

� 조선불황 신조물량급감� 일감부족

� 수주경쟁심화� 저가수주 악순환

� 경영악화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 극심한 고용불안

� 불규칙한 업무부하

� 우수인력 대형조선소로의 이동

기술경쟁력

� 기술소비 형 엔지니어링

� 설계기술대신 설계공정단축 영업
 �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만 보상

� 전략선종개발 기술력부재(B-그룹)

� 현장피드백 저조� 설계신뢰도 저하

극복방안

� 중소형 조선소와 전략적 제휴
� 고정일감 확보
� 적정기술인력 고용안정화

� 업무영역 및 수익다변화 추진
� 조선불황 시 해양분야

� 중소기업형 복지향상구현

� 지속적인 기술개발/교육 관리

� 엔지니어링 업체간 업무제휴
(A-그룹 �� B-그룹)

� 전략선종개발(조선소 연계)

� 생산맞춤형 설계개발

� 연구개발과제 적극참여

1.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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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통영)

SPP조선
(사천,통영,고성)

대선조선(부산)

신아SB(통영)

삼호조선(통영)

21C 조선(통영)

세광중공업
(울산)

대한조선(해남)

신안중공업(신안)

오리엔트조선
(광양)

일흥조선(목포)

목포조선(목포)

2. 우리나라의 중소형조선소 현황

세광조선(목포)

Dream togeth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공동학술대회]6

2. 우리나라의 중소형조선소 현황

자체설계능력

• 자체 해결가능: 2개사

• 일부 외부의존: 3개사

• 외부의존: 8개사

R&D 기능

• 일부 수행가능: 2개사

• 외부 의존: 11개사

경영현황

• 자사선건조, 선종특화 전략 내실경영: 1개사

• 위탁경영 또는 자구노력(구조조정/계열사매각): 2개사

•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또는 청산절차 진행 중: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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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문제점

금융위기로
경영악화

� 금융권 대출기준 강화로 RG발급 어려움

� 국제금융위기이후 신조수요 급감

� 대형과 중형조선소 경영환경 양극화 심화

구조적 취약점

� 전통화물선 위주의 단순선종 수주

� 시황분석 및 국제영업력부재

� 전략선종부재로 국제시장지배력 미흡

기술경쟁력

� 설계 및 생산기술 대형조선소대비 취약

� 고부가가치 업종전환에 필요한 기술력 부재

� 전략선종에 대한 기술개발체계미흡

자료출처: 2011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세미나

2. 우리나라의 중소형조선소 현황

Dream togeth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공동학술대회]8

경쟁요소
경쟁국(중국)과의 조선산업경쟁력 비교 비고

◎: 비교우위, ○: 대등
△: 비교열세, X: 경쟁력 상실비교항목 대형(한국) 중소형

수주경쟁력

가격경쟁력

고객의 품질신뢰도

금융조달환경

수주건조경험

△

◎

○

◎

X

◎

X(△)

◎

중국은 정부주도하에서 금융
적극지원

연구개발
전략선종 개발능력

연구개발조직/설비

◎

◎

△(X)
△(X) 

중국은 조선집단별 연구개발
센터 운영

설계능력
설계자체수행인력

설계자동화

◎

◎

△(X)
△(X)

중소형 조선소 설계외주처리
의존도 높음

생산성
생산인력 작업숙련도

생산효율

◎

◎

◎

○(△)

기자재 조달 조선기자재 ◎ ○

생산설비 건조공법/설비 ◎ ○(△)

납기 건조기간 내 납기준수 ◎ ◎

인도 후 관리 AS 네트워크 ◎ ○

해양플랜트 설계 및 건조기술 ◎ △(X) 기본설계는 유럽에 의존

2. 우리나라의 중소형조선소 현황



의장설계팀 (        )설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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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요소
중소형조선소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역할

비고
쟁점사항 경쟁력 제고방안 역할수행

수주경쟁력

가격경쟁력
고객맞춤형 고부가가치 창출
(고객 Needs, 시황분석)

조선소
기관이나 학회
지원 필요

금융조달환경
투명경영, 자구노력, 
RG발급기준 신용도 재평가

조선소
금융기관

연구개발
전략선종개발

고객 Needs에 최적화된 전략
선개발

엔지니어링회사 전략적 제휴

연구개발조직 R&D 과제참여 엔지니어링회사 전략적 제휴

설계능력
설계수행인력 설계품질 지속개선, 피드백 엔지니어링회사 전략적 제휴

설계자동화 오작율 최소화, 설계공정준수 엔지니어링회사 전략적 제휴

생산성 생산효율 용접방법개선, 각종 Jig개발 엔지니어링회사 전략적 제휴

생산설비 건조공법/설비 생산설비맞춤형 건조공법개발 엔지니어링회사 전략적 제휴

해양플랜트
(OSV 등)

개념/기본설계
해양지원선(OSV) 등의
개념/기본설계 국산화

엔지니어링회사
기관/지자체
정책지원 필요

상세/생산설계 System 숙지 후 설계착수 엔지니어링회사

기자재관리 POS, Offer 검토기준 정립 조선소 외부위탁가능

3.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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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속적인 연구개발/기술과제 정책지원

[중소형조선소]

고부가가치선 건조로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전략선종개발 및 맞춤형 기술지원

[기자재 업체]

국산화 추진
원가경쟁력제고

3.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의 역할



의장설계팀 (        )설계파트

Dream togeth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공동학술대회]11

대형조선소 대형상선

조선시황은
유가 및
국가별
성장정책과
밀접

해양플랜트

중소형조선소 중소형상선
(고객맞춤형 전략선종)

해양지원선(OSV)

조선시황에 따른 주력분야

호황
불황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의 기술지원

3.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의 역할

조선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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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지원선(OSV)

□ 해양지원선(OSV : Offshore Support Vessel) 이란?

� 해양에너지인 오일과 가스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해양에 설치된 구조물의 특성화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선박

� 일반적인 임무 � 한가지 임무(특정화된 임무) � 여러 가지 활동(임무)을 겸비

� 극한의 해상조건에 적합한 구조와 고정식해양구조물과의 연계작업을 위해 연속적인
위치제어기능을 갖추어야 함

� 해양지원선(OSV)의 종류: 주요 선박으로는 PSV(해양작업지원선), AHTS(해양예인지원선), 
OSCV(해저건설특수선), Cable Layer(케이블 부설선), Pipe Layer(파이프 부설선),
SRV(심해지질탐사선), DSV(잠수지원선), ROV(무인해중작업장치) 등이 있다. 

□ 해양지원선(OSV)의 운영 및 시장

� 운영형태

• 주로 세계적인 에너지 메이저 회사가 선주 사로 운영하거나
• Oil Company, Industrial Company 등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 형성하여 운영

� Offshore Support Vessel Market : 해양구조물의 장기간 용선 및 계약에 따라
파생되는 OSV의 용도와 성능(선박의 크기, 용량, 파워, 1일 용선료 등) 맞게 예약된
건조 물량 확보를 기반으로 하며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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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V(심해지질탐사선)]

[PSV(해양작업지원선)] [AHTS(해양시추지원선)] [DSV(잠수지원선)]

[Cable Layer(케이블 부설선)]

4. 해양지원선(O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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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Anchor 

Handling

Tugs & Supply

2016 2165 2452 2696 2868 

Platform Supply

Vessel
1745 1909 2044 2156 2228 

Crane Vessel 203 206 211 218 221 

Pipe Vessel 116 122 131 140 146 

Cable Layer 94 96 98 102 101 

Transportation

/heavy lift
79 91 95 96 98 

Multi-Purpose 

Support
124 149 174 199 214 

Dive & ROV 

Support
92 101 106 118 128 

4. 해양지원선(OSV) – 선복 및 수주 잔량



의장설계팀 (        )설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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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지원선(OSV) – 선종 별 발주 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HTS 111 147 324 365 178 170 133 62 

PSV 78 129 192 193 109 71 159 143 

Const. Vessel 22 45 74 85 65 63 41 57

Accom. Unit 5 11 11 21 25 4 10 7

MSV/DSV/ROV 6 19 53 56 28 3 19 26 

Utility Support 13 16 28 42 35 26 6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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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지원선(OSV) – Offshore 발주전망

자료출처: 120130_조선협회 보고서 (해양플랜트시장 및 기술동향-제7차)

Offshore 전체 발주전망

� 단기적(2012~2013) 전망

� OSV 및 Rig의 과잉공급예상 되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2013~2017) 전망

� 연간 562척의 발주가 예상됨

� 과거(1999~2010) 발주 량

� 연평균 435척 발주됨

� 원거리 및 악조건 환경에서의 작업은
설비 수요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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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V order 현황(2005~2014)

Brazil

China

India

Romania

Singarpor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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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20
13

20
14

년도

척수

Brazil

Canada

China

Egypt

France

India

Indonesia

Istanbul

Italy

Japan

Korea

Latvia

Malaysia

Mexico

Norway

Netherlands

Panama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ingarpore

Spain

Sri Lanka

Thailand

Turkey

Ukraine

USA

Vietnam

4. 해양지원선(PSV) – 국가별 건조 현황

2011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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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V design company 현황(2005~2013)

STX-OSV

Guido perla

Rolls-royce

Ulstein

Wartsila

0

5

10

15

20

25

3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년도

척수

STX-OSV

Damen yard

Guido perla

Havyard

Imt marine

Marine teknikk

Mmc ship design

Mossww

Ral

Remontowa

Rolls-royce

Seatech

Sinopacific

Skipsteknisk

Stx canada

Ulstein

Wartsila

4. 해양지원선(PSV) – 엔지니어링사 현황

2011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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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Design(개념/기본설계)의 국산화(원가경쟁력 향상)

[ Basic Design 국산화 통해 아래 문제점 해결 필요 ]

� 개념이해 없이 효율적인 상세/생산설계 수행한계, 기술종속지속

� 기본설계회사의 도면불일치사항 개선의지 부재, 설계공정지연

� 주요 기자재는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선 지정 (기자재선정권 상실)

OSV 맞춤형 생산기술개발(생산성 극대화)

� 공간협소로 공정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

� OSV에 적합한 생산공법 개발 필요

� 특수 자재설치에 대한 JIG나 용접방법 필요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의 역할

4. 해양지원선(OSV)-기술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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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기자재

업체

대학

연구기관

중소형조선소

정부 / 지자체

안정적 일감 제공맞춤형기술지원
수주경쟁력제고

최적 기자재

융합기술지원
국산화 지원

기술정책지원

중소형조선
산업활성화

전문연구지원

고용창출
국가경쟁력향상

실용화지원
기술경험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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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공동학술대회

경남대학교 조선해양IT공학과

김 영 훈

1. 조선기자재및산업적특성

2. 생산기반현황

3. 생산활동및기술력

4. 국내외수요변화

5.  최근애로사항과고민거리

6.  향후전략방향

목차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1.조선기자재 및 산업적 특성

다품종 소량생산 : 계획생산, 표준화 불리

� 발주대상 선형/선종이 다양 : 기자재 표준화 미흡, 조선업체 사양에 의존

: 주문생산방식 다품종 소량생산형태

� 척당 기자재별 필요량 소량 : 선종/규모에 따라 약460여종(선박건조원가의

55~65% 차지)

� 기자재 공기, 납기가 비교적 짧음

선주 옵션 /선호도가 선박에 탑재 좌우

� 선주가 기능상 중요한 기자재 특정메이커 제품 지정 : 신규 제품 판로 개척이 어려움

� 품질경쟁력을 갖춘 제품도 선주 선호에 따라 탑재 여부 좌우

� 선박의 품질기준 : 선주 지정 선급승인 요구

해상안전의 각종 규제/검사 필수

� 해상에서 인명안전/해상환경오염방지 : 각종 규제, 안전성 검사 실시

� 해양환경에 적응하는 선박건조요구 : 해상조건(습도, 염기, 직사광선 등),진동

� 국제해사기구(IMO)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상오염방지협약(MARPOL) 등 국
제협약을 각국에 권고, 각국 선급 : 조선기자재 품질검사 대행

제품 강재
Main 

equipment

기기

장비
배관재 선실재 전장재 철의재

기타

자재

기자재

전체 비율

VLCC 32.6 6.7 11.5 2.7 0.6 0.5 3.4 4.3 62.3

B/C 42.6 6.3 9.7 1.6 0.7 0.5 2.5 4.9 68.7

Container

ship
19.9 9.8 16.1 1.3 0.7 1.6 2.5 7.0 58.9

LNGC 10.2 5.1 20.1 3.8 0.4 1.0 1.6 10.0 52.2

FPSO 4.4 0.5 33.7 11.2 0.5 2.0 1.7 2.9 56.9

Semi-Rig 4.2 3.8 15.5 3.2 0.9 3.8 2.4 2.0 35.7

Drillship 3.9 2.0 25.0 2.8 0.7 2.6 1.3 5.4 43.8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기자재 비중(%, 가격기준임)

자료 : 동남권선도산업지원단

1.조선기자재 및 산업적 특성



2.생산기반 현황

고용인력 현황
-조선기자재업체의 고용인력은 2007년을 기점으로 감소세 유지

(연 1,000여명 감소, 기능인력, 기술인력의 감소가 높음)

-2010년 이후 신조물량 감소의 여파로 더욱 뚜렷하며, 향후에도 지속 감소 예상

업체 현황
-조선기자재업체는 2011년 말 기준 173개사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사 기준, 2007년도 164개사)

단, 부산 녹산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는 320개사

-최근 조선기자재업체의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향후에는 감소 가능성 농후

-부산, 경남 및 울산 등 동남권에 143개 업체가 밀집(전체대비 83% 차지)

3.생산활동 및 기술력

조선기자재 생산규모(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 회원사 기준)
-국내 생산량의 약 80% 차지

-생산규모는 2010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 지속

-2011년에 약 13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

(주단조품, 화학제품 및 용접재료 등의 선체 관련분야의 감소 뚜렷)

-생산량의 대부분은 국내 신조 등 내수용으로

부문별 생산량
-선체부 : 6,300억원

-엔진 및 관련기계 : 7조 7천억원

-의장품류 : 3조 6천억원

-전기전자부 :1조 8천억원



조선기자재 직수출
-해외 직접 수출량은 2011년에 증가
•2010년 19억 2천만달러 �2011년 27억 5천만달러 (전년비 43.2% 증가)

-2010년까지는 국내 신조선박에 대한 수요에 주력하였으나 최근 국내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 감소

에 따라 2011년부터는 해외 직수출에 대한 비중 확대

-해외신조 선박용 및 기존 국내신조 운항선박에 대한 A/S용으로

-수출지역 : 중국 11억 달러, 일본 2,420만 달러, 미국 1,412만 달러, 싱가포르 1,381만달러

-생산대비 수출비중은 2010년 15.6%에서 2011년 28.6%로 급증(연평균 환율적용시)

3.생산활동 및 기술력

단위 : 백만달러

부문별 수출량
-선체부 : 2억 1,990만 달러

-엔진 및 관련기계 : 14억 달러

(전년비 40% 증가)

-의장품류 : 7억 2,800만 달러

-전기전자부 :3억 9,100만 달러

조선기자재 기술력
-탱커, 벌크캐리어, 컨테이너선의 국산화

율 : 90% 수준

-LNG선 : 70~80% 수준

-일부 핵심요소기술부품/제품을 제외하

고 대부분 생산,

-유럽,일본에 비해 성능/품질 다소 뒤지

거나 거의 동등하나 가격 우위 유지

-중국에 비해 성능/품질 우위유지하나

가격 열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은 20%수

준으로 생산기반 구축 단계

구분 국산화율(%) 내용

기계장치 15~20 -대부분의 기계장치류 수입
-Heat Exchanger 등 단순 제작장치 의 국산화

배관재 15~20 -Bulk Material 및 일반밸브의 국산화
-고압 및 특수재질 밸브류는 수입
-Control valve 및 Shut down valve 등 계장용 밸브전량 수입

전기장치 35~45 -UL(Underwriter,s Laboratories)등 인증문제로 대부분 전기 판넬류 수입
-전동기 모터도 대부분 수입
-Cable, Tray 등 Bulk material은 국산화

계장설비 10~15 -대부분 계장 설비 수입
-Tubing 및 Tube fitting 등 Bulk material은 국산화

Safety설비 5 내외 -대부분의 Safety 설비 수입

3.생산활동 및 기술력

해양플랜트의 기자재 국산화 현황



4.국내외 조선기자재 수요변화

-최근 세계조선불황의 여파로 향후 조선기자재수요 감소 예상

4.국내외 조선기자재 수요변화

-최근 국내 신조물량 감소에 따라 향후 조선기자재수요 감소 예상

-국내 대형조선소를 제외하고 일부 중소형조선소가 1.6년 일감 확보 중으로 향후 조선기자재의

신조물량은 감소

-신조선 물량 감소로 인해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사업의 비중 확대 중

-특히 중소형 조선소의 신조물량 급감으로 인해 조선기자

재 수요에 대해 대형조선소에 대한 의존도 더욱 심화



4.국내외 조선기자재 수요변화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신조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겠으나 단기적으로 신조 수요의 증가는

소폭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기자재 수요의 증가는 당분간 어려울 듯

-단 유가 상승에 따른 운항효율 및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대체수요 등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5.최근 애로사항과 고민거리

조선기자재 산업계의 일반적인 애로사항

-크루즈선용 기자재, 국내 건조 물량 확보 어려움에 따른 기술개발 방향 잃어

-LNG선박용 기자재 기술개발 지원 집중, 탑재 실적 현저히 낮음

-그린선박용 기자재 기술개발 방향성 부재, 기술 검증 방법 어려움

-고급 인력 부족, 판로 개척 및 확보 어려움

-해양플랜트용 기자재 신뢰성 및 실적 확보 어려움

-고부가가치 기자재 품목 전환에 따른 기업 리스크 증대

-급변하는 시장 상황, 국제 규정 및 표준의 선제적 대응 어려움



5.최근 애로사항과 고민거리

경남지역 조선해양 관련업체 수요조사

-경남 TP, 2012년 3월 97개 업체(조선기자재업체 81사, 조선소 8사)

향후 국내외 조선해양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망에
대한 의견(5점 척도)
(매우 비관적 ~매우 낙관적)

최근 경영상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의견(%)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

정부지원 및 자체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얻은 성과

5.최근 애로사항과 고민거리



최근 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

5.최근 애로사항과 고민거리

조선기자재 생산에서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으로의 가능성

- 국내 대형조선소의 주력 사업의 변화 : 선박에서 해양플랜트로

선박용 기자재 생산업체의 경영전략 변화와 고민

- 선박용기자재 보다 높은 해양플랜트 기자재 선주옵션 및 선호도
전통적 유럽기업간의 강력한 카르텔 형성
일부 단순조립가공제품 및 부품의 OEM 생산 수준

- 해양플랜트 기자재 개발 후 대량생산체계의 구축 여부
선박용 기자재에 비해 수요단위 적음, 단 고부가가치 확보 가능성
해양플랜 기자재용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높음.

- 해양플랜트 기자재 관련 고급기술인력 확보 여부
단기간 내 고급기술인력 양성 불가능
고급기술인력은 기자재업체 보다 조선업체 선호

- 해양플랜트 기자재 개발 후의 판로 여부
개발에 따른 탑재실적 확보 가능성 희박
개발 품목의 신뢰성 확보 : 탑재실적 증명

5.최근 애로사항과 고민거리



6.향후 전략 방향

-조선기자재 생산기반과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기반의 조화와 연계성

-조선기자재 직수출과 글로벌 A/S 확대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의 성능/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력 제고

-고급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확보

-국제규정 및 표준화에 대한 선제적 준비

-해외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및 협력적 접근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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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I.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을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세계 3대 해상풍력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서남해 단지의 성공적 개발, 기술 및 산업 고도화 지원 예정

산업경쟁력 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 相生에 있으며, 공동 협력을 통한 원가우위, 제품차별화 유도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을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세계 3대 해상풍력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서남해 단지의 성공적 개발, 기술 및 산업 고도화 지원 예정

산업경쟁력 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 相生에 있으며, 공동 협력을 통한 원가우위, 제품차별화 유도

1)TSP(Total Solution Provider) :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부터 설계,구매,시공(EPC),O&M,Financing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국내산업육성

Global TSP1) 육성을 통한 해외진출 부품/터빈의 국내생산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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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II.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

목 적 : 해상 Test Bed 구축
핵심기술 개발

면 적 : 31㎢
수 심 : 12~14m
용 량 : 100MW
사업기간 : ‘11년~ ‘ 14년 (4년)
사업주체 : 한전/발전6사

목 적 : 해상 Test Bed 구축
핵심기술 개발

면 적 : 31㎢
수 심 : 12~14m
용 량 : 100MW
사업기간 : ‘11년~ ‘ 14년 (4년)
사업주체 : 한전/발전6사

목 적 : Track Record 확보
Biz모델 개발

면 적 : 84㎢
수 심 : 11~18m
용 량 : 400MW
사업기간 : ‘ 15년~ ‘ 16년(2년)
사업주체 : 한전/발전6사

목 적 : Track Record 확보
Biz모델 개발

면 적 : 84㎢
수 심 : 11~18m
용 량 : 400MW
사업기간 : ‘ 15년~ ‘ 16년(2년)
사업주체 : 한전/발전6사

목 적 : 대규모 단지개발
상업운전

면 적 : 378㎢
수 심 : 20~35m
용 량 : 2,000MW
사업기간 : ‘17년~ ‘ 19년 (3년)
사업주체 : 민간사, 한전/발전6사

목 적 : 대규모 단지개발
상업운전

면 적 : 378㎢
수 심 : 20~35m
용 량 : 2,000MW
사업기간 : ‘17년~ ‘ 19년 (3년)
사업주체 : 민간사, 한전/발전6사

터빈, 지지구조물 설계자료 제시: ‘12.5

단지개발 SPC설립 : ‘12.6

발전사업 허가 신청 : ‘12.7

지지구조물 설치 : ‘13.8 ~

터빈 개발, 설치 : ~‘14.10

터빈, 지지구조물 설계자료 제시: ‘12.5

단지개발 SPC설립 : ‘12.6

발전사업 허가 신청 : ‘12.7

지지구조물 설치 : ‘13.8 ~

터빈 개발, 설치 : ~‘14.10

구 분 두산重 (주)효성 유니슨 현대重 DMS 삼성重 대우조선

용량(MW) 3 5 3 5.5 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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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SPC구성참고 1. SPC구성

추진 경과

- ‘11.11.11 :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발표

- ‘12.01.27 : 해상풍력 SPC 추진현황 점검회의(지식경제부)

- ‘12.04.02 : SPC 설립준비반(T/F) 발족 : 조직은 SPC로 전환예정

추진 경과

- ‘11.11.11 :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발표

- ‘12.01.27 : 해상풍력 SPC 추진현황 점검회의(지식경제부)

- ‘12.04.02 : SPC 설립준비반(T/F) 발족 : 조직은 SPC로 전환예정

· 인사, 총무
· 계약, 홍보

총괄팀 재무팀 건설팀 운영팀

조직(안)조직(안)

· 예산, 금융
· 세무 등

· 인허가, 민원
· 건설관리
· 품질안전

· 설비운영
· 유지보수

감사(비상임)

추진방향

-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사업 투자규모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한전·발전6사 중심으로

SPC추진(실증 및 시범단지)

추진방향

-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사업 투자규모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한전·발전6사 중심으로

SPC추진(실증 및 시범단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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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 추진참고 2.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 추진

추진 경과

- ‘12.3.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요건개발 용역 추진

- ‘12.4.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요구개발 용역 공모 및 추진

- ‘12.5.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지표 개발 및 자문위원회 개최

추진 경과

- ‘12.3.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요건개발 용역 추진

- ‘12.4.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요구개발 용역 공모 및 추진

- ‘12.5.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지표 개발 및 자문위원회 개최

추진방향

- 서남해 2.5GW해상풍력단지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도출, 전용부두 및 조립장

시설로 활용

추진방향

- 서남해 2.5GW해상풍력단지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도출, 전용부두 및 조립장

시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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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게획

- ‘12.5.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 참가자 선정공모

- ‘12.6.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 참가자 선정평가 및 선정

- ‘12.7- : 관련 항만 인허가 및 공사착수

향후게획

- ‘12.5.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 참가자 선정공모

- ‘12.6.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 참가자 선정평가 및 선정

- ‘12.7- : 관련 항만 인허가 및 공사착수



[목 표] COE 단가 절감, 단지개발 일정준수 및 기술적 기회 탐색

[시 스 템] 중대형 풍력터빈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부 품] 先 부품 제조 · 생산기술, 後 설계기술, 소재 및 내구성 강화
[해상기술] 지지구조물 등 해상시공 기술, 전력선 및 시공기술 강화
[산 업] 해상풍력발전 개발 종합기획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목 표] COE 단가 절감, 단지개발 일정준수 및 기술적 기회 탐색

[시 스 템] 중대형 풍력터빈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부 품] 先 부품 제조 · 생산기술, 後 설계기술, 소재 및 내구성 강화
[해상기술] 지지구조물 등 해상시공 기술, 전력선 및 시공기술 강화
[산 업] 해상풍력발전 개발 종합기획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성장
동력화

에너지
안보

先 제조기술 확보 및 後 국산화, 미래원천기술 지원

산업구조를 고려한 지속적 해상풍력단지 개발

Turn-key 수출전략 상품화(TSP) 및 지식네트워크 강화

III. 기술개발 지원방향III. 기술개발 지원방향

단지탐색 및 개발

첨단 기술개발 지원

시장/상용화 촉진
* 투자환경조성 포함

실증연구

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정책연구/네트워크 지원

- 5 -

참고 3. 해상풍력 관련 R&D과제참고 3. 해상풍력 관련 R&D과제

순
번

과제명 기관
수행

책임자
연구
기간

총사업비(억원)
당해

사업비
(억원)

비고

1
서남해 2.5GW해상풍력 개발
을 위한 실증단계 연구

전력
연구
원

이준신
‘11.08~

’14.07(3년)
260(정부 120, 

민간 140)
60

수행
중

2
천해용(40M이내)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시스템 개발

RIST 임성우
‘11.07~

’13.06(2년)
108(정부:54, 

민간 54)
59.6

수행
중

3
그리드 적응형 해상풍력 발
전단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어 기술개발

전력
연구
원

서철수
‘11.12~’15.

12(4년)
114(정부:51, 
민간 63.3)

56.4
수행
중

4
해상풍력발전용 3.3kV이상, 
7MW급 고압전력변환장치
개발

- - - - -
공모
중

5
해상용 대형 블레이드를 이
용한 카본파이버 적용블레
이드 기술개발

- - - - -
공모
중

6
해상풍력 연계용 20MW급
전압형 HVDC연계 기술개발

- - - - -
공모
중

7
해상풍력용 장거리 해저케
이블 상태감시 시스템 및 운
영기술

- - - - -
공모
중



참고 4. 풍력터빈 개발현황 현장방문 및 시사점참고 4. 풍력터빈 개발현황 현장방문 및 시사점

기간 : ‘12.2.29 ~ 3.8(기본설문지 사전배부 후 현장방문)

조사자 : 지경부, 해풍단, 단지개발자 및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대상 : 해상풍력 터빈공급 예정기업 (8사)

조사내용 : 터빈개발 현황, 투입예산, 실증시험장 수요, 배후항만 이용계획, 

터빈생산계획,  터빈시장 전망 등

개발현황 : 대부분 설계 최종단계로 구성기기 최적화 중

실증시험장 : ’13년~’14년까지 수요가 집중, 반면 기업은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실증사이트 수요를 제기

국산화율 : 국내생산 부품원가 기준으로 산정, 약 67.4%로 나타남. 

향후 시스템업체 국산화율 확대, 시스템-부품기업 협력유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예정

인증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내구성, 부품시험 등의 시험이 가능한 사이트 요청

부품 및 시스템 안정성, 내구성 등 시험을 위한 실험시설 확대

세부분야별 포럼개최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테스트시설 : 개발한 부품 및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시설의 확충요구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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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인증을 위한 실증사이트 분석참고 5. 인증을 위한 실증사이트 분석

평균풍속 및 분야별 적합성

서남해해상풍력사업 추진과 연계 터빈 인증사이트 확보를 위한 후보지별 풍황 데이터 분석

- 제주 김녕, 전남 영광, 신안 등 3개 사이트

전문기관(전력연구원, 한국선급)에 대상별 Raw – Data 분석 및 평가

- IEC61400-12-1(2006) 출력성능측정기준,IEC 61400-13(2001) 하중측정기준 의거

- 출력성능시험 : 3개 사이트 모두 실증사이트로서 요건에 적합

- 하중측정시험 : 태풍발생빈도에 따라 고풍속 영역에서의 연내 측정완료 가능성 여부 상이

* 인증기간 : 하중측정시험 기간에 따라 제주 김녕 연내 가능, 영광․신안 최대 1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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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업 공급망(Supply Chain) 확충IV. 산업 공급망(Supply Chain) 확충

세계시장 추세와 국내 실정에 적합한 Supply Chain 구축

- (해외) 터빈 및 핵심부품 공급자 → 단지발굴에서 PF 포함한 단지개발

- (국내)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Supply Chain 구축을 동시 추진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과 연계 추진

- 단지설계, 터빈, 부품, 시공, O&M, 인증 체계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상풍력단지개발

단지계획, 제작, 시공, 운영

해상풍력터빈 부품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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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품(제조기준) 원가비율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D 기업E 기업F 합계

타워(tower) 16.9 15 14.0 23 28.0 12.2 9.2 16.9 

블레이드(blade) 17.4 16 14.9 17 0 17.8 0 11.0 

로터허브(hub) 3.9 3 6.2 2 7.2 0 2.9 3.5 

로터베어링(Rotor bearing) 4.0 0 0 0 0 0 0 0.0 

메인샤프트(Main shaft) 2.4 2 2.5 2 2.0 1.5 4.1 2.4 

메인플레임(Main Frame) 4.4 3 0 3 5.5 0 3.1 2.4 

증속기(Gear Box) 13.6 14 22.2 0 8.5 0 0 7.4 

발전기(Generator) 8.9 0 1.7 29.8 0 4.6 0 6.0 

요시스템
(Yaw system)

베어링 1.2 0 0 1 0.7 0 1.2 0.5 

드라이브등 1.3 0 0 0 0 1.2 0 0.2 

피치시스템
(Pitch system)

베어링 2.7 0 0 1.5 0 0 3.3 0.8 

드라이브등 2.9 0 0 0 0 3.6 0 0.6 

전력변환장치(Power Converter) 5.2 0 0 2 0 6.8 0 1.5 

변압기(Transformer) 3.0 4 0 0 3.8 2.4 2.4 2.1 

브레이크류(Brake system) 1.7 0 0 0 0 0 0 0.0 

나셀커버(Nacelle Housing) 3.9 12 3.0 2 2.5 2.7 0.9 3.9 

Cable 등기타 8.9 9 0 5 6.9 16.6 12.2 8.3 

합계 100.0 78 64.5 88.3 65.1 69.4 39.3 67.4 

참고 6.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터빈의 국산화율(실증단지 공급기준)참고 6.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터빈의 국산화율(실증단지 공급기준)

로터베어링 및 증속기, 요/피치 시스템,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가 낮을 전망, 경쟁력분석을 통한 전략적 개발필요로터베어링 및 증속기, 요/피치 시스템,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가 낮을 전망, 경쟁력분석을 통한 전략적 개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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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으로민·관 합동으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Marine Energy Development in Scotland for Challenging 
Global Leadership

Howard Jang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2

Scottish Targets -
• 100% of power from Renewables by 2020
• Interim target of 31% by 2011
• Currently at 35% (2011 figure)
• 30% of primary energy by 2020
• Emission reduction target of 80% by 2050
• Interim target of 42% by 2020

UK Targets –
• 30% of power form renewables by 2020
• Currently at 8%
• 15% of primary energy by 2020
• Emission reduction target 80% 

by 2050

Government Targets Political Overview

“Scotland to be a powerhouse of 
Renewable Energy”

Alex Salmond, First Minist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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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COTLAND?• A mix of high and very low 
population areas with over 600 
islands 

• Offshore Renewable Energy 
resource  of 206GW mostly in the 
remote, low population areas (some 
of the lowest in Europe)

• Expertise in renewable energy micro 
generation and off-grid solutions

• Currently testing new technologies 
on islanded grid systems –
tomorrows grid solutions today

• A world leader in deepwater offshore 
wind and marine energy 
technologies

• A long history of innovation in energy, 
engineering, agriculture and 
architecture 

4

Scotland has 25% of 
Europe‘s wind energy 
potential

25% of its tidal energy 
resource

10% of its wave resource

Over 206GW of 
recoverable offshore 
renewable energy

Resourc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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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Wind

E.On’s Robin Rigg windfarm, Solway Firth, Scotland

6

Offshore Wind 
UK has signed up to the EU’s Primary Energy Directive 

• 15% of all primary energy requirements from Renewable Energy by 2020
• Requires a new target of 30%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s by 2020 

Scottish Territorial Waters Round – 7 sites in addition to Round 3
• Total 5.4GW

UK Offshore Wind Licensing Rounds 
• Round 1 = 1,500MW
• Round 2 = 7,500MW + 1,686MW
• Round 3 = 32,000MW 

Round Three sites in Scotland.
• Moray Firth (1,300MW)
• Firth of Forth (3,500MW)

Market Drivers

UK Total = 48GW
10,000 wind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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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WIND IN 
SCOTLAND

Round Three sites in Scotland.
• Zone 1 - Moray Firth (1.3GW)
• Zone 2 – Firth of Forth (3.5GW)
• Build start dates 2014/15

Scottish Territorial Waters Round 
• 7 sites – 4 on the West Coast and 3 on the East 

Coast
• 5.4GW in total
• Build start dates in 2014/15

Aberdeen Offshore Wind Deployment Centre
• 11 turbine test site
• Build start date in 2012

Round 3 site
Moray Firth – 1,300MW

Round 3 site
Firth of  Forth
3,500MW

Beatrice  –
920MW

Argyll Array –1800MW

Islay  – 680MW

Wigtown Bay –
280MW

Solway Firth – 300MW

Inchcape –
905MW

Neart na Gaoithe –
360MW

£30Bn Capex Investment over the next 10 years

2,000 wind turbines

Aberdeen Test 
Site   – 75MW

8

UK ROUND 3 OFFSHORE WIND SITES - 32GW

Firth of Forth (3.5GW),SSE 
Renewables and Flour                                                                                          

Moray Firth (1.3GW)
Sea Energy Renewables and EDPR

Dogger Bank (9.0GW) – Forewind
SSE Renewables, RWE, Statoil, Statkraft

9 Development Zones 
of varying sizes

East Anglia (7.2GW) –
ScottishPower and Vattenfall

Hornsea (4.0GW) –
Mainstream and Siemens

Atlantic Array(1.5GW) RWE 
nPower

Irish Sea (4.2GW) – Centrica

Southern Array (0.6GW) - EON UK

Isle of Wight (0.9GW) – Eneco 
New Energy

£90Bn Capex Investment 
over the next 10 years

6,800 wind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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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land’s Lead in Offshore

Beatrice Offshore Wind
Demonstrator – Four world firsts
• At 5MW they were the largest wind 

turbines to be deployed offshore 
anywhere in the world (2007)

• At 45 metres they were in the 
deepest water in the world

• First use of oil & gas jacket 
technology for offshore wind 
foundations

• The turbines were completely 
assembled on land and taken out to 
the site in an upright position using 
a tandem lift

Offshore Wind Energy

10

Test and Demonstration
Aberdeen Offshore Wind Deployment Centre

• Vattenfall, Technip and Aberdeen Renewable 
Energy Group (AREG) offering  11 offshore 
wind farm berths for the testing of offshore 
machines and new foundations designs  

Energy Park Offshore Wind Test Site
• Based at the Fife Energy Park in Methil this 

new planned facility will offer an onshore site 
and two offshore 

Hunterston Offshore Test Facility
• Planned onshore test site for offshore scale 

wind turbines

Nigg and Beatrice Test Sites
• Potential onshore test site at Nigg and 

expansion of the offshore test site at the 
Beatrice field (two 5MW turbines at site)

Offshore Wi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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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Offshore Wind Deployment Centre

• Based in Aberdeen and has already secured 
€40M in funding from the EU

• Not a test centre, a deployment centre for 
proving of machines and arrays beyond 
prototype stage

• Phase 1 is up to 11 berths for offshore wind 
turbines and foundations with potentially up 
to 5 different manufacturers

• A joint project with the Scottish Government, 
Aberdeen Renewable Energy Group 
(AREG), Scottish Enterprise, Vattenfall and 
Technip.

• This facility will form part of a network of on 
and offshore test centres for offshore wind in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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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D for offshore turbines in Scotland
• Mitsubishi Power Systems Europe (MPSE) –

A subsidiary of Mitsubishi Heavy Industries of 
Japan. MPSE are setting up their £100m R & D 
centre for their next generation offshore wind 
turbine in Scotland. This will utilise a unique 
hydraulic drive technology from Scottish 
company Artemis Intelligent Power.

• Gamesa
Spanish wind turbine company Gamesa have 
chosen Glasgow in Scotland as the home for 
their new £50m offshore wind R & D centre to 
develop a 6-7MW wind turbine

• NGenTec – an Edinburgh based company with 
a novel design for a lightweight PMG Generator 
for offshore wind turbines which will weigh 50% 
less than a standard PMG direct dr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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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D for offshore turbines in Scotland
• SSE Renewables – Have set up their Centre for 

Engineering Excellence for Renewable Energy
(CEERE) in Glasgow. This will be their R & D centre for 
offshore wind engineering. Recently announced that 
their Offshore Wind Alliance with Siemens Wind will be 
based there along with Siemens T & D, Subsea 7, Atkins 
Energy and BiFab.  

• Scottish Power Renewables (SPR)
Iberdrola have announced that it will create a new 
Offshore Wind Division in Glasgow based within 
subsidiary company SPR to lead the development of a 
global portfolio of over 10,000MW.

• Statoil – Scotland will be the site of the Norwegian 
company’s Hywind II project. An array of 5 deepwater 
(100m) floating wind turbines. They are currently testing 
a new Siemens direct drive turbine for this project

14

• Fife company, BiFab, has moved on 
from supplying two jackets to the 
Beatrice project to become the largest 
producer of jacket structures in Europe

• They supplied the 6 jackets to the 
German Alpha Ventus demonstrator 
project

• Jackets for the substations at Greater 
Gabbard and Galloper wind farms

• They have just completed 30 jackets 
for Vattenfall’s Ormonde offshore wind 
farm for REpower 5MW turbines

Scotland’s Lead in 
Jacke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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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the future….Floating Wind - Offshore oil 
and gas experience comes to the fore

Some of Scotland’s 206GW 
offshore resource will require 
floating wind technologies to 
access. 

16

Marine Energy- Wave, 
Tidal
Wave, T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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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nergy Market Drivers
The Scottish Government, in consultation with 
industry, produced 5 main elements in order to create 
the right environment to encourage development and 
acceleration of the marine energy market in Scotland  

18

Scottish Government Support

• 2006 Wave and Tidal Energy Support (WATES) - £13m capital 
grant scheme

• 2007 Marine Support Obligation (MSO) - Enhanced revenue stream 
for wave and tidal generation

• 2008 Saltire Prize – A £10m challenge prize to the first company to 
generate 100GWh from a wave or tidal energy project in Scotland

• 2009  Banded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s (ROCS) for wave 
and tidal projects – replaced the MSO

• 5 ROCs per MWh for wave (£250/MWh)
• 3 ROCs per MWh for tidal (£150/MWh) 

• 2010 Wave and Tid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Support Scheme (WATERS) - £13m capital grant 

• 2011 Marine Energy Array Deployment Fund - £18m capit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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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the Marine Energy Industry
• 2004 Marine Energy Group (MEG) Joint Government and industry 

body tasked with making recommendations to take forward and 
accelerate the Marine Energy sector in Scotland

• 2004 Marine Energy Roadmap
• 2007 Marine Scotland publishes a full Strategic Environmental 

Report (SEA) for Scottish Waters 
• 2009 Marine Energy Roadmap  (updated)
• 2010 Pentland Firth and Orkney Waters Leasing Round 1 -

World’s first commercial wave and tidal energy project leases
• 2011 Marine Scotland publish final Regional Locational Guidance 

report for marine energy developers
• 2011, April The first of the Saltire Prize lease sites consisting of 4 

projects of up to 30MW each, 2 wave and 2 tidal
• 2011 October, 6 further marine energy sites leased for 30MW 

Saltire Prize project sites, 2 wave and 4 tidal

20

Planned Marine Energy Projects



21© EMEC 2011

Nursery Wave Site

Nursery Tidal Site

Full Scale Tidal Site

Full Scale Wave Site

EMEC in Scotlan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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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Wave Array Projects
• Aegir Project, Shetland, Scotland – Aegir 

Energy (JV between Vattenfall UK and Pelamis 
Wave Power) have secured a lease option for a 
10MW wave project on Shetland

• Galson Wave Project, Isle of Lewis, Western 
Isles, Scotland – Aquamarine Power have 
secured a lease option for a 10MW project .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coping 
report was submitted to Marine Scotland in May 
2011 

• West of Lewis Wave Project - Aquamarine 
Power have also secured a lease option for a 
30MW project .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coping report was submitted to 
Marine Scotland in May 2011 

Galson Project

West of Lewis

Aegi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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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Scale Community
Projects
• Bluemull  Sound, Shetland Islands, Scotland 

Nova Innovations will deploy a 30kw seabed 
mounted tidal turbine that will be owned by the local 
community council, North Yell Development Council. 
The electricity from the turbine will be used by the 
local ice factory which services the fishing industry

• Sanda Sound, Kintyre, Scotland – Ocean 
Flow Development will deploy a 35kw Evopod 
floating semi-submerged tidal turbine off of South 
Kintrye in 2012

Yell Sound

Sanda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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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Tidal Array Projects

• Islay Tidal Array, Scotland – Utility company, 
Scottish Power, will build a 10MW array of tidal 
turbines supplied by Hammerfest Strom. 
Consisting of 10 x 1MW machines which will be 
manufactured and assembled in Scotland.  Grid 
connected in 2013.

•Kyle Rhea, near Skye, Scotland – an array of 
4 tidal machines by Bristol based company 
Marine Current Turbines with a total of 
installed capacity of 8MW by 2015

•Mull of Kintyre, Argyll, Scotland – an array of 
up to 6 Nautricity 500kw tidal turbines will be 
deployed by Argyll Tidal by 2015

Kyle Rhea

Islay Array

Mull of Kintyre Array
Islay Tid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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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LAND FIRTH AND ORKNEY 
WATERS LICENCES

No Site Capacity

1 Costa Head 200MW

2 Brough Head 200MW

3 Marwick Head 50MW

4 West Orkney 
South

50MW

5 Armadale 50MW

6 West Orkney 
Middle South

50MW

7 Westray South 200MW

8 Cantick Head 200MW

9 Brough Ness 100MW

10 Ness of 
Duncansby

100MW

11 Inner Sound 400MW

£3Bn Capex Investment 
over the next 10 years

1,600 marine machines

Wave sites

Tidal sites
1

7

5

3

4

9

10

2

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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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1 MARINE ENERGY LICENCING - 1.6GW

Wave Sites Developer Technology Supplier MW

Costa Head SSE Renewables Developments TBC 200

Brough Head SSE Renewables Holdings Aquamarine Power 200

Marwick Head ScottishPower Renewables Pelamis Wave Power 50

West Orkney South E.On Renewables Pelamis Wave Power 50

Armadale Pelamis Wave Power Pelamis Wave Power 50

West Orkney Middle South E.On Renewables Pelamis Wave Power 50

Tidal Sites Developer Technology Supplier MW

Westray South SSE Renewables Developments TBC 200

Cantick Head SSE Renewables Holdings Open Hydro 200

Brough Ness SeaGeneration Ltd Marine Current Turbines 100

Ness of Duncansby ScottishPower Renewables Hammerfest Strom 100

Inner Sound MayGen Atlantis Resources 400

28

DP Energy – 400MW tidal project

• Islay Tidal Park, Scotland 
– DP Marine Energy are 
developing a 400MW tidal 
array project 8km off the 
coast of the Island of Islay. 
Technology supplier has 
just been announced as 
TGL Ltd (Rolls Royce) for 
the first 5MW array by 
2015.

• 30MW by 2017 and the 
400MW b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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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Renewable 
Energy -The Grid

Energy Networks Strategy Group

£3.5Bn Capex Investment 
over the next 10 years

600MW

1800MW

450MW

1800MW

1200MW

400MW
Tidal project

Now 2,200MW for  $1.5bn

3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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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marine energy industry in the UK is emerging from its early technology 

development phase and is now moving into the testing of full scale pre-
commercial machines

Scotland is a world leading centre for marine energy research

The industry is already developing sites for small arrays with at least one 
wave and one tidal array project in place by 2013 (Aquamarine Power at 
EMEC and Scottish Power’s tidal array at Islay)  

This will be followed by more wave arrays at the Cornish Wave Hub and in 
Lewis and Shetland in 2014-2015 along with further tidal projects in Kyle Rhea

The large commercial scale projects on the West Coast, Pentland Firth and 
Orkney Waters now total more than 2,000MW

Scotland is now becoming a world leader in delivering solutions for  large 
scale renewables in remote regions utilising new subsea cable technologies 
and now testing energy storag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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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Technical and Strategic Issues for Offshore Engineering

Technical by nature…

Overview of Korea OWF Developmentp
• 5 OWTs are under development w/ European Consultancies
• Site Feasibility Study is under way by KEPRI

- Site investigations

• No Commercial OWF experience

g

- Environmental surveys

- PermittingPermitting

- OWT Development

- ProcurementProcurement

- Engineering design

- Financing- Financing

- Strategy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Overview of Korea OWF Developmentp
• 5 OWTs are under development w/ European Consultancies
• Site Feasibility Study is under way by KEPRI

- Site investigations

• No Commercial OWF experience

g

- Environmental surveys

- PermittingPermitting

- OWT Development

- ProcurementProcurement

- Engineering design

- Financing- Financing

- Strategy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 Technical Issues

WTG
technical

assessment
Key Outputs and Outcomes

O ti i d i i tLayout and 
energy

analyses

Procurement:
market
analysis

• Optimised engineering concepts

• Certified Design Basis

Full
engineering
management

Foundations
design and 

analysis

O&M
strategy

design and 

• ITT documentation

• Robust CapEx, OpEx and Energy budmanagement analysisg
modelling

Robust CapEx, OpEx and Energy bud

• Cost of Energy +/- 10%

Site
investigation
management

Electrical
design and

Installation
design and 
modelling

• Accelerated procurement process

design and
modelling



Key generic risks and Success Factors

SH&E
S t Off h i d l f E

Finance
Support

Structure
Offshore wind lessons from Europe
• Support structures have been a problem 

area

Offshore 
Wind / 

BIWF & TechnologySupply
Chain

area
• Reliance on standards doesn’t guarantee 

success
BIWF &

BITS
Chain

Success Factors
Set p Engineering tool and process

Regulation

Economics

Program
• Set up Engineering tool and process
• Train engineers
• Design review by experienced 

lconsultancy

Support Structure Design
• 19% of CAPEX
• Need to consider Dynamic Modelling
• Integrated modelling with WTG and Support Structure

N d t b ti i d i i f L d D i d C t• Need to be optimized in view of Load, Dynamics, and Cost
• Nonlinear modelling for soil condition
• GH Bladed is proven software for load calculation of various types of supportGH Bladed is proven software for load calculation of various types of support

structures



Types of Offshore 
Foundations

Structures – next step: robust Design Basis

Metocean
Report

Certification (CVA)

Wind
WTG Design

Prelim WTG 
loads

Design Basis

Wind
Report

Geotechnical

Iterative design –
loads loop

Interpretation

Geotechnical
Factual

Foundation / 
Substructure

Design
Factual

Industry
Standards

(IEC, GL, API)



Jacket dynamics

10

or

Jacket design effort:
Lowering natural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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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natural frequency / Rotational frequency

>

Construction, example issue – Grouting

GL GH recommends shear keys
• Mechanical load transfer; standard use in oil & gas
• Successful design at Barrow and Arklow BankSuccessful design at Barrow and Arklow Bank
• Advisory service to London Array and Greater Gabbard

Alternatives:
• Conical annulus
• Direct bearing of TP on pile
• Bolted options

Traditional straight sleeve grout
• Friction design – relies on positive pressure
• Overturning moment causes flexing
• Loss of friction
• Slip under axial load



BLADED - Non-linear foundation modellingg

1.2E+07

Non-linear load 
component

applied as an 
external load

Lo
ad

Specified load
function

0.0E+00
0 0 0.001Displacement
0

Geotechnical / geophysical investigations

Geological modelg

• Provided by GLGH to clients
• Combines geophysical and geotechnical

results
• Borehole, CPT and geophysicsBorehole, CPT and geophysics
• 3D model of soil below seabed
• Output tailored to client’s needs

• Geotechnics – interpretation at specific 
points

• Geophysics – spatial understanding of 
soil layersy



Key generic risks and Success Factors

SH&E Offshore wind lessons from Europe
FinanceInstallation

p
• In-effective project management provision: 

delay and cost
• Cables have been a problem area

Offshore 
Wind / 

BIWF & TechnologySupply
Chain

• Cables have been a problem area
• Reliance on standards doesn’t guarantee 

success
BIWF &

BITS
Chain

Success Factors
Look to European best practice on Project

Regulation

Economics

Program
• Look to European best practice on Project

Management
• Focus on cable engineering to avoid issues

Right mix of skills and experience within PM• Right mix of skills and experience within PM
set-up

Turbine Installation Options

• 5 or 6 Lifts
C t ti

3 or 4 Lifts
“Star Assy”• Current practice

• More offshore 
construction – risk / 
time

Star Assy
Current practice
Used for larger 6MW 

machines

3 or 4 Lifts
“Bunny Ears”
Previous practice
Hi h t  f  l  

Single Lift
Demonstrated
Impractical without high 
spec transport/installation High torque for large

rotors
spec transport/installation 
vessel



Installation Vessel Options

1. Dumb barge with crane 2. Shearleg Crane-barge 5. Leg-stabilised crane vessel

4. DP2 Heavy-Lift Cargo Vessel3. Semi-sub / heavy-lift vessel 6. Jack-ups

Floating Lifts

y gy p

Stable Lifts

Installation Vessel Suitability Matrix
Key issues

Lift weight

Stability – personnel
or delicate operations

• Tower

Explanation of Symbols
•depending on water depth limits

• Nacelle/rotor

��… Suitable without modification

~ .. May be suitable with adaption or with 
complex marine operations procedures

X .. Unsuitable

Substation Jackets as per heavy weight 
WTG jackets



Pre-piling – installation operations

Seabed preparation
(if required)

Placement of template Upending / 
positioning of pile Pile hammering Re-position template; 

repeat for all piles

GLGH have just successfully complete the construction management of this 
operation (120 piles) on the 200MW Borkum West 2 Project in Germany.

Jacket structure – installation operations

Lifting / upending Positioning on piles Grouting



Installation – logistical strategies

A. Single vessel, 
direct export

• Single component 
t f t

B. Feeder concept,   
direct export

• Requires offshoretransfer at
manufacturer’s port

Requires offshore
component transfer –
added risk, cost

• High spec transit/feeder 
vessel required

D. Feeder concept, 
staging port

C. Single vessel, 
staging port

• 4 component transfers 
inc. 1 offshore – highest 
risk, cost

R i hi h

• 3 component 
transfers – risk, cost

• Require high spec
feeder vessel

M: Manufacturer’s port
MP: Mobilisation (staging) port( g g) p

WF: Wind farm

O2C (Optimise Offshore Construction)

Define
Project

Cost
Assumptions

(Optional)
Metocean
Climate

Define
Construction

Sequence

Time-domain
simulations

ALL OPTIONS 

Post-Hoc
Analyses &

Findings

Flexible
User-Friendly

Interface 

Define
Constraints

Monte Carlo 
Engine

U d t di  GLGHUnderstanding
Client needs

GLGH
Computational

Effort
Client Deliverables



Key generic risks and Success Factors

SH&E
Project

Offshore wind lessons from Europe

Finance

Project
Management

• Vessels arrive late and rarely perform to 
specification

• Metocean conditions can easily be underestimated

Offshore 
Wind / 

BIWF & TechnologyConstruction

• Time required for contract negotiations under-
estimated

BIWF &
BITS Success Factors

• Take a conservative view on vessel specs
• Take a conservative view on metocean stats

Regulation

Economics

Supply
Chain

Take a conservative view on metocean stats
• Do not schedule WTG commissioning activity for 

Q3/4
• Include plenty of float and contingency
• Allow for sufficient time for interface engineering / 

CVA

Typical work scope of Project Management
• Health and Safety based on BAT and ALARP
• Quality based on ISO 9001, 14001 and OHSAS 18001
• Regulatory Compliance, Licences and consents

I t f  M t• Interface Management
• Project Control
• Change ControlChange Control
• Document Control
• Contracting Strategy
• O&M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y



Project Structure

XX OWF Project

DesignDesign

SupplySupply

Install

WTGs Foundations Electrical System

Install

Project Structure

High Risk 
Interfaces

XX OWF Project

DesignDesign

SupplyOO Wind Power Cables Supply & 
Foundation D&B

Supply

Install

OO Wind Power Install

Vessels Trans- I t ll

WTGs Foundations Electrical System

Install& Port port Install.



Poor Project Management?

Poor Project Management?
• Project Delay
• Rework
• Financial Loss

C t di t• Court dispute



Key generic risks and Success Factors

SH&E
Project Offshore wind lessons from Europe

Finance

Project
Certification

p
• In-effective project management provision: 

delay and cost
• Cables have been a problem area

Offshore 
Wind / 

BIWF & TechnologySupply
Chain

• Cables have been a problem area
• Reliance on standards doesn’t guarantee 

success
BIWF &

BITS
Chain

Success Factors
Look to European best practice on Project

Regulation

Economics

Program
• Look to European best practice on Project

Management
• Focus on cable engineering to avoid issues

Right mix of skills and experience within PM• Right mix of skills and experience within PM
set-up

Importance of Project Certificate
Certification is to confirm the compliance of a design
or a product (or a service) with defined requirements

b ild t t i  th  t ti

or a product (or a service) with defined requirements.
(DIN EN ISO/IEC 17000)

• build trust in the construction
• have confidence in the technical integrity 
• fulfill safety requirements (on the turbine and on the substation)• fulfill safety requirements (on the turbine and on the substation)
• secure of investment
• secure of reliabilitysecure of reliability
• secure of energy output
• four-eye-principley p p
• independent expertise by a 3rd party
• 0.1 ~ 0.3 % Project CAFEX

08.05.2012
28



Modules of Project Certification 

Type
Certificate

Site Specific Design Manufacturing Transport,Installation Site Assessment Site Specific Design
Assessment

Manufacturing
Surveillance

Transport,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Surveillance 
Site Assessment

(�� Design Basis)

Project Certificate Periodic
M it iProject Certificate Monitoring

29

Moduls of Project Certification
Type

CertificateModuls of Project Certification
Site Assessment Site Specific Design  

Assessment
Manufacturing
Surveillance

Certificate

Transport,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Surveillance
Site Assessment

• Site Assessment
Project

Certificate
Periodic

Monitoring

Site Assessment
• Environmental Conditions

wind, wave, ice data, …
• Soil InvestigationSoil Investigation

soil investigation programme, soil data, soil model, p-y curves
• Further Items

• Load Case DefinitionsLoad Case Definitions
combination wind - waves

• Determination of Rules for materials, corrosion protection
• Assumptions for WT: masses, eigenfrequencies, …Assumptions for WT: masses, eigenfrequencies, …
• Concept for Transport, Erection and Inspection
• Specification of specific Analysis Methods

� leading to the Design Basis

30



Moduls of Project Certification j
Site Specific Design Assessment

• Load Assessment
Type

Certificate• Load Assessment

• Assessment the support structure
Site Specific Design  

Assessment
Manufacturing
Surveillance

Transport,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Surveillance
Site Assessment

• ULS (ultra limit state)
• FLS (fatigue limit state)
• Investigation of details e g for grouting connection 2nd-steel

Project
Certificate

Periodic
Monitoring

• Investigation of details e.g. for grouting connection, 2nd-steel

• Assessment of the turbine
• Marinisation
• Are the loads higher than those assumed in the Type Certificate?             in 

case: reserve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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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generic risks and Success Factors

SH&E
Off h Bi

Success Factors
Finance

Offshore Biz
Entry Strategy • Study Market dynamics

• Analyze internal capability
• Hire experienced consultancy

Offshore 
Wind / 

BIWF & TechnologySupply
Chain

• Hire experienced consultancy

BIWF &
BITS

Chain

Regulation

Economics

Program



Offshore wind development players…

European Markets

• Utility dominance – IPPs 
marginalised

L t  t t i  

US Market

• IPPs dominant

E l   d t • Long-term strategic
presence

• Oil & Gas pioneers

• Saturated site allocations 

• Early mover advantage

• State & Federal regulation 
being developed but 
immature

in primary markets (UK
and DE)

• Fringe origination 
opportunities in FR & ES

• East coast has greatest
potential

• Significant origination 
opportunities

• Acquisition potential
(project/developer)

• Political support waning 
in NL and SE

• Acquisition potential
(project/developer)

• Political risk very 
significant

European utilities / O&G – full pipelines…

Development pipeline by investor class
• Utility dominance cannot continue (balance 

sheets are stretched)sheets are stretched)
• Increasing role for project finance
• Increasing rol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Development pipeline by developer and marketDevelopment pipeline by developer and market

• UK Round 3 site allocations have largely 
saturated demand from incumbent 
developers 

• Because of this, opportunities exist for 
alternative investor classes



Strategic Advice – Example Scope

• Detailed market review and presentation
• Identification of industry and technological trends
• In-depth supply chain analysis
Outcome: Clear picture of industry  challenges and 

Stage 1: Industry Briefing

Outcome: Clear picture of industry, challenges and 
outlook

• Political and technical risk assessment of markets
• SWOT Analysis and competition benchmarking Stage 2: Entry Strategy Development • SWOT Analysis and competition benchmarking 
• Business plan review and support
Outcome: Risk-assessed market entry strategy

Stage 3: Opportunity Framing
•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 Acquisition search, analysis and ranking
• Ad Hoc strategic support
Outcome: Specific opportunities identified and 

assessed
• Preliminary screening / show-stopper identification
• Detailed review of licenses  contracts & Stage 4: Due Diligence • Detailed review of licenses, contracts & 

competence
• Full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recommendations
O tcome  F ll  risk assessed and mitigated Outcome: Fully risk assessed and mitigated 

investment

GL Garrad Hassan



GL Group is involved in 80% of the largest Offshore 
Wind farms currently being developed worldwide
GL involvement in major OWP developments*

Wind farm name Country
Size 
(MW) Current status

Year of 
con-
struction 

GL Group
involvement GL Group services provided

Potential further GL Group services to be 
offered

BARD Offshore 1 DE 400 Under Construction 2010 Measurements and testing, consulting, due 
diligence, MWS

Further engineering and consulting

Greater Gabbard UK 504 Under Construction 2010 MWS, foundation assessment (grouted 
connections)

Further engineering and consulting
connections)

Gwynt y Môr (phase 1) UK 576 Contracted 2011 FEED, foundation installation assessment, 
cable routing studies

Further engineering and consulting

London Array (phase 1) UK 630 Under Construction 2011 FEED, MWS Proposal for CDM coordination
Anholt DK 400 Permitted 2012 MWS
Cape Wind US 468 Permitted 2012 Energy assessment Proposal submitted for IE role, due diligence 

and general project support for Iberdrola
W t f D dd UK 500 P itt d 2012 P l b itt d f PMSWest of Duddon UK 500 Permitted 2012 Proposal submitted for PMS
Borkum West II DE 400 Permitted 2013 PMS contractor, MWS, concept and FEED 

studies
Continuing PMS for phase 2

HSWP He dreiht DE 400 Permitted 2013
Bristol Channel (phase 1) UK 500 Site Lease 2014
Dudgeon UK 560 Permitted 2014 PMS, FEED MWS, construction management
Galloper Wind Farm UK 504 Site Lease 2014 Geotechnical survey management Follow-on engineering and PMS servicesGa ope d a U 50 S te ease 0 Geotec ca su ey a age e t o o o e g ee g a d S se ces
Globaltech I DE 400 Permitted 2014 Due Diligence, risk and Capex analysis, MWS Continuing engineering services

Hornsea (phase 1) UK 500 Site Lease 2014 Due Diligence, OE role, technical survey Continuing engineering services
Veja Mate DE 400 Permitted 2014
Walney Extension UK 750 Site Lease 2014
Dogger Bank (tranche A) UK 1400 Site Lease 2015 Pre-FEED study Follow-on engineering and PMS services
East Anglia UK 1000 Site Lease 2015 Site evaluation and assessment, concept 

foundation design
Follow-on engineering and PMS services

Firth of Forth (phase 1) UK 700 Site Lease 2015 Foundation assessment Follow-on engineering and PMS services
Moray Firth (phase 2) UK 500 Site Lease 2015 Due Diligence
Triton Knoll UK 1200 Site Lease 2015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management, 

cable routing study, and pre-FEED studies
Continuing engineering services

* Offshore wind parks larger than 400 MW, (to be) constructed before 2016, status at least 
"permitted"
Source: GL GH Global Offshore Wind Farm Database (May 2011), GL GH Offshore CC

GL Garrad Hassan is Currently Active in 40 locations in y
24 countries

Staff Americas: ~ 200 Staff Europe: ~ 550 Staff Asia/AU/NZ: ~ 100

Heerenveen
Sint Maarten

Kaiser-Wilhelm-
Koog

Glasgow Copenhagen

Beijing
Seoul/Tokyo

Vancouver
Ottawa

g
Bristol
Slough
London
Dublin

Paris

Copenhagen
Hinnerup
Oldenburg
Hamburg
Poland
Imola

Shanghai
Mumbai
Bangalore
Newcastle
M lb

Portland
San Diego

Montreal
Peterborough

A ti

IzmirLisbon
Barcelona
Zaragoza
Madrid Cairo

Melbourne
Wellington

Austin
Monterrey

Santiago
Porto Alegre

Countries with GL Garrad Hassan presence 
Countries with newly established GL Garrad Hassan presence 

Where next?



• GL Garrad Hassan Offshore Wind Practice (OWP)( )
• – A complete solution provider

GL Garrad Hassan – OWP

� 5  Companies under one unified banner

� GL Group, Garrad Hassan, Noble Denton, Windtest, Helimax

� Creating an unrivalled network of global and local understanding

� Offering complete Offshore Wind services

GL Garrad Hassan
has an unsurpassed technical

understanding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projects and marketsg , p j

ProjectGL R bl

Design and feed 
studies

Project
Management

Services
GL Renewables

Certification

studies

Engineering and 
consulting

Electrical and 
grid connection

Decommission-
ing Forecasting

services

Offshore
Wind

Strategy and 
Policy

Structural
Integrity

Management

Wind
Practise
(OWP)

Due Diligence

Turbine design
Software

Training

Metocean

Marine Warranty 
Survey

Vessel
Measurements

AMOS Metocean

Independent

Classification
AMOS

Independent
Vessel

Assessments
General

Inspections



Offshore wind experiencep

>190 Commercial Contracts to date
~130 000 engineering hours~130,000 engineering hours
5GW of O&M Assessments

7GW of Energy Assessments
7.5GW of Technical Due Diligence

>1GW of FEED Studies
>70 engineer years experience in offshore >70 engineer-years experience in offshore 

wind

Fi t ff h  k 1989

GLGH Offshore Milestones

• First offshore work 1989

• First major offshore wind farm project commenced in 1997

• Over 350 separate renewable energy project assignments 
completed in the last 10 years 

• Responsible for the project management of the largest
offshore wind farm in the world (Thanet) 

• Measurements completed for offshore projects in the Irish Measurements completed for offshore projects in the Irish 
Sea, North Sea and Baltic Sea 

• Procurement Management for the Dudgeon Offshore wind 
f  (500MW) 

• Over 100 staff and consultants working on 
offshore wind farm projects

farm (500MW) 

• BoP Project Management for the Borkum West II Offshore 
Project (200MW)

p j

• Met platforms: Rhyl, Arklow, FINO -
platforms and RAVE

j ( )

• Revolutionised the modelling of offshore 
O&M



Capabilities within GL Garrad Hassan
GL Garrad Hassan pro ides the follo ing ke  ser ices for• GL Garrad Hassan provides the following key services for

•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s:

• Site Assessment and Selection• Site Assessment and Selection
• Energy Assessments
• Engineering and Consultancy Services
• Project Management Services
• Turbine Design
• Turbine Measurements
• Wind Resource Measurements
• Marine Warranty Surveyor Services
• Offshore Met MastsOffshore Met Masts
• Due Diligence
• Turbine and Project Certification

T i i d S ft• Training and Software
• Health and Safety
• Short Term Forecasting

Thanks for your attention Thanks for your attention 

Question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 GL Garrad Hassan 

010 3539 9134

jone.oh@gl-garradhassan.com



파력발전 국내외 기술현황 및 미래전망

홍 기 용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파랑은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므로 가용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설치 가능한 해역이 광

범위한 해양에너지 자원이다. 지구 표면의 약 75%에 달하는 해양에는 방대한 해양에너지 

자원이 존재하며, 파력에너지의 세계적인 부존량은 약 2TW(Tera Watt)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파력발전은 상용화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나, 연안해역 적용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대규모 자원 개발이 가능한 외해역 적용기술의 개발도 증가

하고 있어 2015년 경에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양파는 일반적으로 바다에 부는 바람에 의해 교란된 해수면에 중력이 작용하여 생성되

는 풍파와 풍파가 진행하면서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형태로 변형된 너울로 구분된

다. 파랑을 일으키는 바람은 태양 활동에 기인하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파력에너지

는 태양의 활동이 지속되는 한 무한히 공급되는 청정에너지 자원이다. 파랑의 에너지 형태

를 물리적으로 살펴보면 유체입자의 움직임에 따른 운동에너지와 중력에 대응하여 상하로 

출렁이는 위치에너지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파력발전은 파랑의 운동 및 위치에

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하거나 기계장치의 운동으로 변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1) 파랑에너지 자원의 개발전망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연간 2,000TWh의 전력이 파력발전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CRES, 2006), 이는 전 세계 전기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가

장 앞선 해양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궁극적으로 

영국 내 전력 수요의 20%를 파력 및 조류의 해양에너지로부터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며, 이 중 5%를 조류에너지, 나머지 15%를 파력에너지 그 중에서도 심해 파력

에너지에서 얻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Callaghan, 2006).  

   우리나라 연안역에도 개발 가능한 풍부한 파력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연안해

역의 파력에너지 부존량은 6,500MW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상을 외해역까지 확장하면 

50GW의 막대한 파력에너지 자원이 부존하고 있다(송무석 외, 2004). 특히, 동해안과 제주

도를 비롯한 남해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파력에너지 밀도를 보유하고 있어 파력발전 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파력발전 적지로 평가되고 있는 제주도 연안 파력에너지 부존량

1,950MW의 5% 개발만으로도 약 3만5천 가구의 전력수요의 충족이 가능하다. 

2) 파력발전 기술의 분류

  파력발전 방식은 작동 원리에 따라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형으로 구분하며, 설치 

형태에 따라서 착저식(또는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가동물체형은 수면의 

움직임에 다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여러 형태의 기구를 사용하여 파랑에너지를 물

체에 직접 전달하고, 이 때 발생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파

력발전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은 파랑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흡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수하므로 에너지 변환효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나 에너지 취득 기구자체가 파랑에 의

한 외력을 직접 견뎌야하므로 구조적인 안전성에서 취약하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은 파랑에너지를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하고, 발생된 공기의 흐름 중

에 터빈을 위치시켜 전기를 얻는 파력발전 방식이다. 입사파가 장치의 전면에서 반사되어 

중복파가 형성되고, 이 때 발생하는 수면의 상하 움직임이 장치 전면의 개구부를 통해 공기

실 내로 전달되어 공기실 안의 공기가 압축/팽창을 반복하게 되면, 이에 의해 공기실 상부 

노즐분에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게 된다. 월파형 파력발전은 파랑의 진행방향 전면에 사면을 

두어 파랑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수한 후 형성된 수두차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하부에 설치한 수차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Fixed Oscillating Water Column> <Wave Overtopping>

Fig.1 Principles of Wave Energy Conversion

  파랑에너지 변환효율은 일반적으로 가동물체형, 월파형, 진동수주형의 순서로 높은 편이

다. 진동수주형의 경우 주요 장치가 해수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므로 내구성이 좋고, 파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에너지 취득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월파형의 경우 저수 시설을 이용하

여 파랑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화시킨 후 2차 변환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운용이 

안정적이나, 사면 천단고의 설계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 한계 이상의 파고에 대해서만 

에너지 취득이 가능한 제약을 갖는다. 

  한편,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 중, 착저식 파력발전 방식은 발전시스템이 해저면에 고정된 

발전 방식을 말하며, 부유식 파력발전 방식은 발전시스템이 물위에 부유된 상태로 파력발전

을 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형에 관계 없이 착저식 또는 부유식

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주로 해역의 수심 깊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좌우된다. 

3) 국외의 파력발전 기술개발 현황

  파력발전 개발 초기에는 연안역 적용에 유리한 파력발전장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진동수주형 및 착저식 파력발전장치의 개발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파랑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적용 대상 해역이 넓어 대규모 단자화가 가능한 외해역 적용에 유리한 파

력발전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한 가동물체형 파



력발전은 세부적인 에너지 변환원리에 따라 감쇠형, 점흡수형, 잠수압력차형, 진자형 등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그 중에서도 점흡수 방식의 파력발전장치 개발이 가장 활발하다. 

Fig.2 Distribution of Wave Energy Converter Types (IEA-OES, 2006)

  파력발전 기술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는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의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며, 다양한 실해역 실증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파력

에너지의 대규모 활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Table 1 Development Status of Abroad Wave Energy Converters



  실해역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로는 영국의 Limpet, 포르투갈의 

Pico 플랜트 등이 있으며, 일본 JAMSTEC의 Mighty Whale,  호주의 Energetech 플랜트 등

의 실해역 시험이 수행된 바 있고, 다른 방식에 비해 가장 오랜 실해역 경험을 갖고 있다.

<Limpet (Fixed OWC)>

 

<Mighty Whale (Floating OWC)>

Fig.3 Oscillating Water Column Type of Wave Energy Converters

  월파형 파력발전장치로 대표적인 덴마크의 WaveDragon은 축소 실증플랜트를 제작하여 

활발한 실해역 시험이 수행된 바 있는 부유식 플랜트이다. WaveDragon 상용 모델 단위 모

듈의 발전용량은 최대 4MW에 달한다.

Fig.4 Wave Overtopping Device of Wave Dragon



  최근 가장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는 다양한 원리들이 

적용되어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갖는 다수의 실증플랜트가 실해역에서 시험되고 있으며, 

영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Pelamis는 부유식

으로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실린더형 구조물의 관절부에 위치한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파력

에너지를 흡수하며, 미국의 Power Buoy는 일점 계류된 부체에서 고정되어 있는 내부 실린

더와 파도의 상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여 움직이는 외부 실린더의 상대운동을 이용하여 발

전하는 방식이다. 착저식인 영국의 Oyster는 해저면에 위치한 바닥구조물과 힌지로 연결된 

연직구조물이 파도에 따라 진자운동을 하고 이 때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한다.

<Power Buoy (Point Absorber)>

<Pelamis (Attenuator)> <Oyster (Oscillating Wave Surge)>

  

 Fig.5 Wave Activated Type of Wave Energy Converters

4) 국내의 파력발전 기술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파력발전기술의 핵심기술인 조선해양 및 해양토목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국가적 경쟁력을 이미 학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토대

로 파력발전을 대규모 단지화 할 경우 경제성 높은 발전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고, 소규모 

독립전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안 낙도 및 해양 고립시설의 전력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파력발전에 관한 기술 개발은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핵심 설계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발 기술의 실해역 

실증을 위한 실증 플랜트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대 초에는 실해역 실증플랜트의 

설치 및 운용이 기대되어 향후 5년 이내에 실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Table 2 Development Status of Domestic Wave Energy Converters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파력발전장치는 60kW급 부유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기(한국해양

연구원, 2001)인 주전A호와 등부표용 부유식 소형파력발전기인 BBDB(Backward Bent 

Duct Buoy, 한국해양연구원, 2006)로 실해역에 설치되어 실증시험이 수행된 바 있으며, 단

일공 또는 자켓형의 지지구조물을 이용한 250kW급 월파형 파력발전장치(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이 진행된 바 있다(홍기용 외, 2010).

  현재 국내에서는 연안역 방파제와 연계한 적용에 유리한 케이슨식 진동수주형(한국해양연

구원)과 다양한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한

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는 2012년에 제주 해역에 

실증플랜트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운용되는 국내 최초의 파력발

전플랜트가 될 전망이다(홍기용 외, 2005). 개발이 진행 중인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기술로

는 횡실린더 내부유체 공진형 파력발전(전력연구원),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한국해양연구

원), 선형발전기 기반 AWS 파력발전(연세대학교), 종실린더 공진형 파력발전(경주대학교), 

교차흐름 터빈식 파력발전(한국해양대) 등이 있으며, 파랑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심

해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식이 대부분이다.  



<60kW Class WEC of Jujeon A>

 

<Navigating Lighthouse of BBDB>

 Fig.6 Oscillating Water Column Type of Domestic Wave Energy Converters

 

Fig.7 250kW Model of Wave Overtopping Reef with Guidevanes

Fig.8 500kW Yongsoo Pliot Plant of Oscillating Water Column WEC

 



5) 파력발전의 미래

  파력발전의 실용화는 기술적인 어려움의 극복과 함께 경제성의 제고를 통한 발전단가의 

저감이 관건이다. 2000년대 들어 다양한 파력발전 방식의 실해역 적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파력발전은 여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에 비해서

도 빠르게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파력발전은 착저식 뿐 

아니라 부유식이 용이하여 다른 해양에너지 자원과는 달리 심해역 적용이 가능하므로 광역

의 해역이용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파력에너지 자원 개발이 전망된다. 

  기술적으로는 파력발전과 기타의 해양에너지(해상풍력, 조류력, 태양광 등) 기술을 결합한 

복합발전을 통해 경제성의 제고가 가능하며,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산 및 해양 

저장시설 등 해양에너지 복합이용의 출현이 전망된다.

Fig.9 Conceptual Drawing of Hybrid Ocean Energy Utilization System

  파력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청정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과 미흡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자원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잠재된 우리나라의 파력에너지 자원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세계의 관련 기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1) 원활한 해역 이용과 발전 차액 지원 등 관련 정책 및 지원 제

도의 수립, 2)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의 확

립, 3)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및 연구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청정 해양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국가적 대

응과 부족한 에너지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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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X60이 용된 조류발 기 일타워의 구조해석

조 철 희, 이 강 희, 노 유 호, 김 도 엽✝

인하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Structural analysis of API X60 pile tower for TCP

Chul-Hee Jo, Kang-Hee Lee, Yu-Ho Rho, Do-Youb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Inha Univ., Incheon, 402-751, Korea

요  약

조류발 기의 일타워는 조류력  터빈의 추력 등의 외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타워에 작

용하는 외력은 발 지역의 유속과 터빈의 형상  직경에 큰 향을 받는다. 최근에 조류발 기 시장이 

확 되며 터빈의 형화가 이루어져 더 큰 하 을 지지할 수 있는 하부구조물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직경 18m 터빈의 조류발 시스템의 유체력을 산정하고 FEM을 이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지지방식은 조류발 기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일고정식의 일타워를 용

하 다. 일타워의 재질로는 일반 강 보다 고장력의 특성으로 해양구조물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API 

X60을 사용하 다. 일정한 유속에서 일타워의 직경  두께를 변화시키며 응력  변형률을 분석하

고, 최 의 일제원을 도출하여 안 성을 평가하 다. 한 본 연구를 통해 CFD를 이용한 FEM 해석

기법을 제시하고, 유체-구조 연성해석의 기반을 마련하 다.

Keywords: Tidal Current Power(TCP: 조류발 ), Renewable energy(신재생에 지), Horizontal Axis Turbine 

(HAT: 수평축 터빈),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산 유체 역학), Finite element method(FEM: 

유한요소법),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 구조 연성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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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시추선의 Heave Compensation System의 동적 거동 해석
 

구남국(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조아라(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광필(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소),
이규열(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노명일(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상 시추선의 heave compensation system의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 하였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다물체계 동역학 kernel을 개발하였다. 다물체계 동역학 kernel은 입력 받은 heave compensation system 시뮬레이션
모델의 운동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 방법을 기반으로 운동방정식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수치적으로 해를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해상 시추선에 작용하는 외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체 정역학적 힘과 유체
동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heave compensation system의 기능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유공압
힘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한 커널과 모듈들을 적용하여 해상 시추선의 hoisting system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고, 관절에서의 구속력을 계산하였다. 
 
Keywords: Dynamic response analysis (동적 거동 해석), Multibody System(다물체계 시스템), Hoisting system(호이스팅 시스템), Heave 
Compensation System 
 

1. 서 론 
 
일반 산업 분야에서 실제 제품 제작 이전에 제품 자체의 

혹은 제품 제작 공정에서의 동적인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선 생산 
현장에서도 역시 많은 기계 시스템(mechanical system)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 
이전에 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을 해석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조선소에서는 해양 구조물의 선체 건조뿐만 
아니라 상부 모듈의 엔지니어링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계기술에 의존해오고 있는 상부 
모듈의 기구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의 동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Hoisting System

Platform  
Fig. 1 Offshore drilling rig and hoisting system 

Fig. 1은 해상 시추선(offshore drilling rig)과 해상 
시추선의 선체(platform) 위에 설치되어 있는 hoisting 
system을 보여주고 있다. Hoisting system은 해상 시추선의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서 시추 장비 및 해저 설치용 
장비를 올리고 내리며(hoisting), 시추용 날(drilling bit)을 
회전시키기(rotating) 위한 system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상 시추선에서 사용되는 hoisting system은 선체의 상하 
운동(heave motion)이 시추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구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기구 장치는 
유공압 제어를 통해 hoisting system이 들고 있는 중량물이 
공간상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본 기구장치를 포함한 hoisting system은 여러 개의 
강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hoisting system의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물체계 동역학 
kernel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해상 시추선에 작용하는 
외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체 정역학적 힘과 유체 
동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heave 
compensation system의 기능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유공압 힘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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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현황 
 
Fig. 1의 hoisting system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강체는 

다양한 형태의 관절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구속력을 
주고 받으며 그 움직임을 서로 제한한다. 이러한 기계 
시스템을 다물체계 시스템 (multibody system)이라고 하며, 
현장에서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ADAMS(Automatic Dynamic Analysis of Mechanical 
Systems)는 범용 다물체계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Orlandea et al. 1977, Schiehl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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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구조물의 동적 거동 
해석에 중요한 유체력을 입력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ODE(Open Dynamics Engine)는 공개용 동역학 엔진 
모듈로서 공개 라이브러리 형태이다(Smith 2006). 
augmented formulation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며 fixed, universal, spherical joint등의 관절(joint)을 
지원한다. 외력은 사용자가 간단한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역시 유체력을 입력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RecurDyn은 앞서 소개한 다른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recursive formulation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fixed, universal, spherical 
joint등 여러 가지 타입의 관절(joint)을 지원한다. 본 
소프트웨어 역시 단순한 외력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유체력을 입력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MOSES(Multi-Oper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Simulator)는 유체 정역학 힘과 유체 동역학 힘을 반영하여 
유체 중의 단일 물체(single body)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Nachlinger 2006). 물체간 
연결관계를 지원하지 않아 구속조건에 의해 연결된 
다물체계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없으나, 외력으로 유체 
정역학적 힘(hydrostatic force) 및 유체 동역학적 
힘(hydrodynamic force)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아지 선을 이용한 jacket구조물 설치나 계류된 
선박과 같이 조선 해양분야의 시뮬레이션에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multibody system의 구성 요소가 많을수록 
계산의 효율성이 좋은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다물체계 동역학 kernel을 개발 하였다. 개발한 kernel에는 
유체 정역학적 힘 및 유체 동역학적 힘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이 구현되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6자유도 운동을 
하는 hoisting system의 연성된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multibody system의 각 관절에 작용하는 동적 
구속력을 계산하였다. 

 
3. 다물체계 동역학 kernel 개발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역학 kernel을 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동역학 kernel의 
기능과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구성을 위해 적용한 
recursive formulation, 그리고 동역학 kernel에 적용될 
외력에 대하여 설명 한다. 

 
3.1 기준 좌표계 및 강체의 속성 정의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물체계 시스템은 여러 개의 

강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강체의 위치 및 
자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에 고정되어 기준이 되는 
관성 좌표계(inertial reference frame) 및 각각의 강체에 
고정되어, 강체의 위치 및 자세를 대표할 수 있는 물체 고정 
좌표계(body-fixed frame)가 필요하다. 또한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강체의 
질량(mass), 질량 중심(center of mass), 질량 관성 
모멘트(moment of inertia)와 같은 강체의 속성들이 정의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역학 커널은 
기준 좌표계 및 강체의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3.2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한 운동 방정식 유도 
 
Dynamics는 forward dynamics와 inverse dynamics로 

분류된다. Forward dynamics는 위치, 속도, 그리고 외력이 
주어졌을 때 외력을 받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inverse dynamics는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한 힘을 계산 하는 과정을 말한다. Fig. 2와 같이 유도된 
식을 이용하여 inverse dynamics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forward dynamics 
문제, 즉 각 강체에 작용하는 힘이 주어졌을 때,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Featherstone 
2008). Fig. 4의 상세한 유도 과정은 참고문헌 Ku(2012)를 
참고한다. 

 



 

Fig. 2 Equations of motion derived by using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 (inverse dynamics) 

 
 
3.3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외력 
 
3.2절에서 설명한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한 뒤에는 외력을 입력하여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고려한 외력은 비선형 유체 정역학적 
힘(hydrostatic force with non-linear effect), 선형 유체 
동역학적 힘(linear hydrodynamic force) 중력(gravitational 
force) 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역학 kernel에는 위의 
외력들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이 함께 구현되어 있다(Lee, K. 
Y., et al., 2010, Ku, N.K., et al., 2011). 

 
4. 유공압 힘 계산 모듈 개발 

 
시추선의 플랫폼은 해양파를 받아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시추를 하는 동안 hoisting system이 들고 있는 
중량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상하운동(heave)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heave compensation 
system이다. Heave compensation system은 passive heave 
compensator와 active heave compensator로 구분된다.  

 
 
 
 
 
 

3.1 Passive heave compensator의 모델링 
 

 
Fig. 3 Schematic of the passive heave compensator 

(McNary, JF, 1977) 
Fig. 3은 참고문헌 McNary, JF(1977)에서 발췌한 passive 

heave compensation system 모듈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은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Air Pressure Vessel, 
압축 공기에 의한 힘을 유압으로 변경시켜주는 Accumulator, 
그리고 힘을 발생시켜주는 Cylinder이다. 이 active heave 
compensator를 아래와 같이 간단한 개념도로 재 설계 하였다. 

 

 
Fig. 4 Configuration of simulation model for the passive 

heave compensator 
 
Fig. 4에서 pG와 pL은 각각 공기와 기름의 압력을 

나타내고, VG는 공기의 볼륨을, AC는 실린더 내부 피스톤의 
면적을, yC는 hoisting system에 매달려 있는 중량물(본 
그림에서는 crown block으로 표시되어 있음)의 변위를, yP는 
피스톤의 변위를 나타낸다. Heave compensation system이 
발생시키는 힘 F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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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래첨자 0은 시간이 0초일때의 초기 상태 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설계된 공압 시스템은 마치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여, 자동차의 현가장치처럼 시추선의 
플랫폼이 진동하더라도, hoisting system에 매달려 있는 
중량물이 진동하는 것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3.2 Active heave compensator의 모델링 
 
Passive heave compensator는 대부분(약 85%)가량의 

플랫폼 상하 운동을 보상해 준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마찰력이나 
관성력과 같은 외란에 의한 추가적인 상하 운동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동 제어를 할 수 잇는 active heave 
compensator를 추가로 설치하여 제어한다. Fig. 5는 active 
heave compensator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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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simulation model for the active heave 

compensator 
 
Active heave compensator는 기름의 압력을 제공하는 

펌프 및 탱크(pump and tank), 기름의 흐름을 결정해주는 
서보 벨브(servo valve), 서보 벨브를 제어하는 PD Controller, 
그리고 기름의 압력을 힘으로 바꿔주는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4가지 모듈로 구성된 active heave 
compensator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구현하여 본 연구에 
적용 하였다(Jo, A.R., et al., 2011, 2012). 

 
5. Hoisting system의 동적 거동 해석 

수행 
 
3장과 4장에서는 동역학 커널과 유체력, 그리고 유공압 

힘의 계산 모듈의 개발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한 커널과 모듈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hoisting 
system을 모델링 하였다. 

 
5.1 Hoisting system의 모델링 및 동적 거동 해석 

수행 결과 

Fig. 6는 hoisting system를 포함한 해상 시추선을 
개념적으로 재 구성한 그림이며, 총 13개의 body와 18개의 
joint로 모델링을 하였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hoisting system은 

중량물의 상하 운동이 선체의 상하 운동에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기구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공압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Jo, A.R., et al., 2011, Jo, A.R., et al., 
2012), 파고 4m, 주기 10초인 파도가 선체(platform)의 
정면에서 마주 올 때를 가정하여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Fig. 7은 선체 및 hoisting system이 들고 있는 
중량물의 동적 거동 해석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선체의 진동 폭에 비하여 중량물의 진동 
폭이 약 96.7% 가량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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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figuration of a drill string compens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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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of the dynamic response analysis 

 
Fig. 8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역학 커널을 이용하여 계산한 

관절의 구속력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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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Results of the constraint force dynamic response 
analysis 

 
Hoisting system의 여러 관절 중 Fig. 8에 표시되어있는 회전 

관절에 작용하는 x, y, z 방향의 구속력이 선체 및 hoisting 
system의 시간에 따른 거동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력을 받고 있는 z 방향 구속력이 가장 
크고, 외력을 받지 않는 y방향 구속력은 0이 됨을 볼 수 있다. 
본 결과는 추후 hoisting system의 실제 기구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하는 하중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유체 
정역학적 힘과 유체 동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모듈과 
유공압 힘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커널과 모듈들을 이용하여 해상 시추선의 hoisting 
system의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 그리고 각 관절의 구속력 
계산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는 본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선 해양 분야의 
다양한 다물체계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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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고려한 해양플랜트 인명사고의  
위험도 정량화 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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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지의 석유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심해 유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해양플랜트의 설치 및 운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상의 안정적인 지반과 충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석유시추 및 정제와 관련된 작업들이 기후 변화가 큰
해상의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Blowout, 전복, 충돌 등의 다양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으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사고에 대한 위험을 저감하려는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선급 및 관련 기업들의 해양플랜트 위험저감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대한 위험저감설계의 기초가 되는 위험도 분석에 있어서, 퍼지추론(Fuzzy inference)을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도 정량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미국대륙붕외곽지역(OCS: Outer Continental Shelf)에서의
해양플랜트 사고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업 별 사고 형태를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에 위험도 정량화 방법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 위험도를 계산하였으며 정성적 위험도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Keywords:Risk analysis(위험도 분석),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Quantitative(정량적), Uncertainty(불확실성), Human accident(인명사고), 
Fuzzy inference(퍼지추론) 
 
 

1. 서 론 
 
유가의 상승과 함께 지상플랜트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해양플랜트의 설치 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1995년 이후 석유생산에 
관련된 해양플랜트에서의 사고는 한 해에 수백 건에 이르고 
있으며, 수백 명이 다치거나 몇몇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1). 해상에서 해저 
수천 미터 아래에 있는 원유를 시추, 회수하여 정제, 송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해양플랜트 관련 시스템의 경우 
협소한 작업공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고 수와 위험에 대하여 세계 주요 선급 및 
해양플랜트 관련기관들은 사고 관련규칙을 제정하거나 
위험분석 툴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는 해양플랜트 안전 부서(Offshore 

Safety Division)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BOEMRE(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Regulation and 
Enforcement)에서는 미국대륙붕외곽지역의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석유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사고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안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BOEMRE, 2012a).  

해양플랜트의 설계측면에서 사고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위험분석(QRA: Quantitative Risk 
Analyses)을 이용하여 안전장치 및 안전설계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Skogdalen & Vinnem, 2011). 정량적 위험 
분석은 보통 고장데이터를 이용한 신뢰성에 의한 
방법으로 사고확률과 심각성의 곱으로 정량화되어 
위험저감설계를 지원하는데, 데이터의 부족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환경 등의 불확실성을 가지는 요소들로 
인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때에 따라 실제와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Tarek 
Elsayed, 2009).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고데이터 및 위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퍼지추론을 적용하였으며, BOEMRE의 
미국대륙붕외곽지역에서의 2006년~2010년 사고데이터인 
Fatality Summaries(BOEMRE, 2012b)와 Injury 
Summaries(BOEMRE, 2012c)를 정리하여 작업 별 
인명사고에 대한 위험도 정량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분석을 통해 가정된 해양플랜트의 작업 별 사고 
시나리오에 정량화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정성적 위험도 
분석방법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2. 위험도 정량화 

 
2.1 위험도 분석 
 
위험도분석(risk analysis)이란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여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도 값을 계산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로써 위험도 분석 결과 얻어낸 
위험도에 대한 정량적 값과 사고 시나리오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Lee, j. k., 2011),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위험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위험의 정량화 방법은 사고확률과 
심각성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력변수인 
사고확률과 심각성이 통계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환경 및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위험도 값이 달라지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지는 사고확률 및 심각성에 
대한 변수를 표현하고 다루기 위해 퍼지개념을 
적용하였으며, 퍼지추론을 통해 이들을 합성, 비퍼지화 하여 
위험도를 정량화 하였다. 

 
2.2 퍼지 위험도 모델 

 
퍼지 위험도 모델은 위험도 분석 시 불확실성을 가지는 

입력 값인 사고확률과 심각성을 퍼지소속함수로 
표현하였으며, 퍼지추론은 Fig. 1의 Sugeno 방법(Takagi & 
Sugeno, 1985)과 Fig. 2의 Mamdani 방법(Mamdani & 
Assilian, 1975)을 적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입력변수, 
출력변수의 소속함수는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Mamdani 방법에서 정량화를 위한 비퍼지화는 
가중치평균(weighted average)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1 Sugeno method(fuzzy risk inference system) 
 

 
Fig. 2 Mamdani method(fuzzy risk inference system) 

 
2.2.1 사고확률(probability) 

 
해양플랜트의 수명기간(25년) 동안 발생할 사고가 일어날 

확률의 크기를 Table 1과 같이 큰 순서대로 A(frequent), 
B(probable), C(occasional), D(remote), E(improbable)의 
5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퍼지 소속함수는 Fig. 3과 
같이 각 확률 수준을 가우스 함수형태로 구성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probability levels. 

Level Description Probability  
(per life time) Definition 

A Frequent >0.65 Will occur frequently 
B Probable 0.65~0.35 May occur several times 
C Occasional 0.35~0.2 Likely to occur during lifetime 
D Remote 0.2~0.05 Unlikely to occur during lifetime
E Improbable <0.05 So unlikely event, it may not be 

experi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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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mbership function of probability 

 
2.2.2 심각성(Consequence) 

 



BOEMRE의 사고데이터(BOEMRE, 2012b, c)에서는 
작업자의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1~3일 간의 업무 
제한/업무 변경’, ‘3일 이상 업무 제한/업무 변경’, ‘1~3일 
간의 작업불가’, ‘3일 이상 작업불가’, ‘사망’의 총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미미함(slightly), 경상(minor), 중상(medium), 치명상(major),  
사망(fatality)으로 대응시켰으며, 재해(catastrophic)를 
추가하여 Table 2와 같이 총 6개의 수준으로 0에서 2.5의 
수치범위로 정의하였다. 1명이 사망할 경우를 1로 
정의하였고, 1보다 작은 값들은 부상을 의미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경미한 부상으로 볼 수 있다. 사망(fatality)은 
1명~2명 정도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를 재해(catastrophic)로 정의하였다. 

 
Table 2 Definition of consequence levels 

Consequence Definition 
Slightly Restricted Work/Job Transfer (1-3 days)
Minor Restricted Work/Job Transfer (>3 days)

Medium Loss Time Accident (1-3 days) 
Major Loss Time Accident (>3 days) 

Fatality Fatality or 2~4 Major injuries 
Catastrophic Fatalities 2< or 4 Major injuries< 
 

 
Fig. 4 Membership function of consequence 
 

2.2.3 위험도  
 

최종적인 위험도는 고(high), 중(medium), 저(low)로 3개의 
수준으로 소속함수를 정의하였으며, 위험도의 크기 범위를 
0~10으로 설정하였다. 
 

 
Fig. 5 Membership function of risk 
 

3 적용 예(해양플랜트 인명사고) 
 
3.1 사고 시나리오 
 
사고 시나리오는 미국대륙붕외곽지역에서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양플랜트 인명사고 데이터(BOEMRE, 2012b, 
c)를 바탕으로 Table 3과 같이 작업 별로 설정하였다. 

BOEMRE 데이터는 5년간 인명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설명, 플랜트이름 및 종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총 1,000여 건의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배관, workover, completion과 그 이외의 생산과 
관련된 사고를 모두 생산(production) 사고로 포함시켰으며 
나머지를 드릴링(drilling), 설치(installation), 
해체(decommissioning), 선박(motor vessel)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사고 시나리오는 각 작업 별 사고유형을 바탕으로 총 
15개로 구성하였다. 작업 별 사고확률은 5년간의 작업 별 
총 사고 수와 미국대륙붕외곽지역에 설치된 8,000 여 개의 
플랜트 개수를 바탕으로 수명기간 25년 동안 일어날 
사고확률을 각각 산정하였으며, 사고의 심각성은 앞서 
정의한 Table 2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별로 설정하였다. 

 
3.2 퍼지 위험도 모델링 
 
퍼지 위험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입력변수를 사고확률의 

5수준, 심각성의 6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식(1)과 같이 
위험을 분석하는 주요 규칙인 If-then 규칙 30개를 생성하여 
퍼지 위험도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1. If (Probability is Improbable) and 

(Consequence is Slightly) then (Risk is Low)  
2. If (Probability is Improbable) and 

(Consequence is Minor) then (Risk is Low)  
3. If (Probability is Improbable) and 

(Consequence is Medium) then (Risk is Low)  
… 

30. If (Probability is Frequent) and (Consequence 
is Catastrophic) then (Risk is High)  

(1)

 
퍼지 위험모델은 Sugeno방법과 Mamdani 방법으로 

구성하였으며, Sugeno의 경우 가중치의 평균값으로 
위험도를 정량화 하였으며, Mamdani는 비퍼지화 방법으로 
무게중심법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정량화 하였다.

 



Table 3 Accident scenario 
Category Case Accident description Probability Consequence 

Production 

1 Moving – falling down : The worker fallen at high place due to the 
opening, etc. Badly twisted ankle or hurt leg 

Probable
(0.3618) 

Major - 1 injury (>3 days lost 
time) 

2 Moving – slipped : Slipped and fell while walking. Minor injuries in the 
knee or ankle. 

Minor - 1 injury (>3 days 
restricted work) 

3 
General operating : while using Handling tool, operator's finger or 
wrist and other part are twisted and hurt due to unskilled work and 
mechanical malfunction. 

Minor - 1 injury (>3 days 
restricted work 

4 
Material lifting : when carrying or lifting materials such as pipe, 
flange, due to crashed or fallen, worker were hurt serious injury in 
hands or legs. 

Major - 1 injury (>3 days lost 
time) 

5 Helicopter accident : helicopter crashed on the platform. The 
helicopter sank. The pilot and passenger were killed. Fatality - 2 fatalities 

Drilling 

6 Equipment controlling : while dealt with pressure equipment, worker 
was seriously injured. 

Remote 
(0.1536) 

Minor - 1 injury (>3 days 
restricted work) 

7 
Carrying material : while workers were carrying the necessary 
materials to drilling, the body was buried under the materials or 
crashed. 

Minor - 1 injury (>3 days 
restricted work) 

8 
Fire : employees were cutting and removing hull plate in the preload 
tank. A fire occurred in the tank. Fire spread. Workers killed or 
injured. 

Fatality - 1 fatality, 1 injury (>3 
days lost time) 

9 Falling down : operators tripped or slipped on Deck or Rig floor. 
Badly twisted ankle or hurt leg. 

Major - 1 injury (>3 days lost 
time) 

10 Well control failing: a loss of well control, explosion, and fire 
resulted in many casualties. 

Catastrophic - 11 fatalities, 46 
injuries (>3 days lost time) 

Installation 11 Crashing with pipe : In case of getting hurt on his hand while worker 
install the pipe. 

Improbable
(0.0109) 

Major - 1 injury (>3 days lost 
time) 

Decommis 
-sioning 12 Operating : while operator use the tool, hand fracture injuries occur 

due to crash or pinching. 
Improbable
(0.0334) 

Medium - 1 injury (>3 days 
Restricted work) 

Motor vessel 
13 Falling : When workers are damaged by falling into sea during 

transfer to platform. Improbable
(0.0267) 

Medium - 1 injury (1-3 days lost 
time) 

14 Crashing : ship crashed into a platform when moving. Many workers 
were injured. 

Fatality - 4 injuries (>3 days lost 
time) 

15 Explosion : diving support vessel exploded during remove the gas 
pipe line. Workers were killed. Catastrophic - 3 fatalities 

 
3.3 결과 및 비교 

 
각 시나리오에 대한 정성적, Mamdani, Sugeno 방법에 의한 

정량적 위험도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정성적인 위험도는 단순히 If-then 규칙을 적용하여 각 

시나리오 별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3번’의 경우 
사고확률이 ‘improbable’이며, 심각성은 ‘medium’이므로 식(1)의 
If-then 규칙 3번에 의하여 위험의 정성적인 표현은 저(Low) 
위험으로 도출된다. 
 정량적인 위험도의 경우 Mamdani와 Sugeno 방법을 적용한 
위험도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사고확률에 대한 입력은 
BOEMRE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구해진 시나리오 별 사고확률 
값을 사용하였으며, 심각성의 경우는 각 소속함수의 중간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가정된 15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는 Table 4와 Fig. 
6과 같이 정성적, Mamdani, Sugeno 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 Comparison of risk value  
Category case Qualitative Mamdani Sugeno 

Production

1 Medium 5.61 6.34 
2 Low 1.91 0.29 
3 Low 1.91 0.29 
4 Medium 5.61 6.34 
5 High 8.43 10.00 

Drilling 

6 Low 1.79 0.11 
7 Low 1.79 0.11 
8 Medium 5.09 5.98 
9 Medium 3.46 2.21 
10 Medium 5.09 5.99 

Installation 11 Low 2.67 0.12 
Decommissi

-oning 12 Low 2.73 0.12 

Motor vessel
13 Low 2.63 0.10 
14 Low 3.25 1.23 
15 Medium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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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s of risk value 

 
 
위험도 정량화 결과, 해양플랜트 사고에서 사고확률이 

비교적 높은 생산부분과 드릴링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졌으며, 특히 생산부분의 헬리콥터와 관련된 
사고시나리오 5번이 정성적, Mamdani, Sugeno 방법에 의한 
위험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산과 관련된 ‘추락’(1번), 
‘물건을 들어올리는 경우’(4번), 드릴링과 관련된 ‘화재’(8번), 
‘유정제어실패’(10번), 선박과 관련된 ‘폭발’(15번) 시나리오가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보였다.  

 위험의 정성적 표현과 퍼지 추론을 통한 위험도는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특정한 경우 차이를 보였다. 시나리오 
9번과 시나리오 14번의 경우 위험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각각 
중(Medium)과 저(Low)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Mamdani 방법에 
의한 값은 3.46과 3.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성적 
방법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도의 차이를 퍼지 위험도 
모델을 적용한 정량화를 통해 표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Sugeno 방법의 경우, 시나리오 간의 위험도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Mamdani 방법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이 결과의 차이는 크리스프수로 변환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결과를 퍼지함수형태로 
도출한 후, 비퍼지화를 통해 위험도를 계산하는 Mamdani와는 
달리, Sugeno는 가중치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위험도를 
계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Sugeno와 Mamdani 퍼지추론에 의한 결과로 도출된 위험도 
평면 Fig 7, 8의 경우 위험도를 단순히 사고확률과 심각성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변수인 사고확률과 
심각성에 대한 위험도를 퍼지추론을 통해 비선형의 
연속평면으로 나타냄으로써, 사고확률 및 심각성에 대한 
데이터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7 Risk surface by Sugeno method 

 
Fig. 8 Risk surface by Mamdani method  
 

4.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BOEMRE의 2006년~2010년 해양플랜트 사고데이터를 
분석 정리하여 작업유형 별 사고를 분류하였으며, 각 
작업 별 사고확률을 계산하였다. 

 BOEMRE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작업유형 별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해양플랜트의 인명사고에 대한 퍼지추론의 적용을 통해 
가정된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존의 정성적인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위험도 정량화 방법을 참고하여 위험저감설계를 
수행할 경우, 사고확률 및 심각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며, 제시된 사고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작업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작업환경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대륙붕외곽지역에서만 국한된 해양플랜트 사고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신뢰성 있는 
사고데이터 및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방법을 적용한다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험저감설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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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파랑중 수직운동의 비선형성에 관한 연구 
 

이동연*, 이종훈*, 김세은*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요 약 
 

해양개발이 더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해양구조물 형식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식의
해양구조물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ry Tree의 사용이 가능한 Semi Submersible을 개발함에 있어 설계변수로서
Pontoon의 깊이, Column의 수, Column의 경사각에 대한 특성을 변화했을 때 운동성능을 비교하였고, 최종적으로 도출한
Samsung Dry Tree Semi(SDTS-E1) E1 type에 대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대해 라이저를 포함하여 예인수조에서 파랑중
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Wave Frequency의 운동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수직운동에 나타난 장주기 비선형운동의 크기를 선형운동과 비교하였고, Pitch 운동에서 장주기 운동 성분이 크게
나타남을 관찰하였고, 2nd order Difference Frequency 응답을 WAMIT을 이용해서 구하고, 시험결과 비교하여
수직운동에서도 비선형 해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반잠수식 해양구조물 (Semi Submersible), 라이저(Riser), 장주기 비선형 운동( Low Frequency Nonlinear Motion), WAMIT, 2차
차주파수 응답 ( 2nd order Difference frequency response) 
 
 

1. 서 론 
최근 해양개발이 더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해양구조물 형식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식의 해양구조물이 요청되고 있다. Well head 를 
control 하는 설비가 바다 바닥에 있는 경우를 Wet tree 
system 이라 하고, Floating 구조물 위에 있는 경우를 Dry 
tree system 이라 한다. Dry tree 를 갖는 대표적인 해양 
구조물로는 SPAR 와 TLP 가 있다. 생산설비로 이용되는 
FPSO 나 Semi Submersible 등은 Wet Tree System 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심이 깊어지면서 TLP 는 투입수심의 제한은 
받고, SPAR 의 경우에는 Hull 과 Topside 를 별도로 만들어 
현지에서 가서 Hull 부분을 세우는 작업과 Topside 를 
Hull 위에 탑재하는데 많은 비용과 위험요소가 있다.  또한 
SPAR 와 TLP 는 payload 증가에 대비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Dry 
Tree 를 갖는 Semi-Submersible 에 대한 개발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건조하여 실해역에 
투입한 경우는 없지만, 유가상승과 해양개발의 발전을 

고려하면 빠른 시기에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연구에서는  Dry Tree를 갖는 신형식 구조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Zou(2008)는 Paired column 을 갖는 Dry tree semi 에 
대한 개발 결과를 발표하였고, Murray et al.(2008)은 Heave 
Damping Plate가 Semi Potoon 아래에 있는 E-Semi에 대해 
효과적으로 Heave 운동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Williams(2010) 등은 FourStar Dry Tree semi개발을 소개하며, 
Slant된 column과 라이저 guide deck의 효과를 소개한 바 
있다. 

 Dry Tree Semi 는 Production 기능과 함께 Drilling 
기능을 함께 갖기 위해서 Top Tensioned Riser(이하, TTR)을 
사용하게 되고, 라이저 상부에서 일정한 Tension 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Buoyancy Can과  Tensione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Tensioner 시스템에 대한  
시험법을  적용해 보았고, 이를 포함한 운동성능을 
비교하였다.  

Semi 에 대한 운동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주요 
운동성능(Key Performance) 를 파악하고, 이러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인자(Key Design Paramet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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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제원과 형상을 바꾸어 
가면서 최적의 운동성능을 보이는 Semi를 도출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형상으로 모형시험을 통해 성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라이저를 포함하고, 
Tensioner를 포함한 시험법을 적용하였다. 

 
2. Semi Submersible 운동성능최적화 

Ring Type 4-Column Semi submersible 을  기준(A 
type)으로 하고, 다른 제원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Draft 를   
31m, 36m, 41m, 55m 로 변경하여 Type B1,B2,B3,B4 로 
Draft 변경에 따른 운동성능을 검토하였다. Figure 1.은 Type 
B4를 나타낸다.  

 
Figure 1. Ring Type Semi Submersible (Type B4) 

 
Figure 2에 나타낸 유체력 계수를 보면, 흘수가 깊어지면서 
Added mass는 큰 변화가 없으나, Hydrodynamic damping 
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Wave Exciting Force 가 
작아져서 Wave 영역에서 Heave RAO 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Added Mass              (b) Damping  

   
(c ) Exciting force              (d) Heave RAO 
Figure 2. Hydrodynamic Coefficient and RAO(A,B2,B4) 

 
Ring Pontoon 의 바닥의 Area 를 줄여 Wave Exciting 

Force 를 줄이기 위해 Inner column 을 도입하였고, Figure 

3 과 같이 바닥면적을 다르게 하고, 흘수가 서로 다른 
C1,D1 의  type 을 설계하였다. Figure 4 를 보면  Wave 
Exciting Force 가 A type에 비해 wave 영역에서 많이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eave 고유 주기를 더 길게 
만들기 위하여 수선면의 면적을 줄인 Type D1 을 
설계하였다. 

  
(a ) Type C1                   (b) Type D1 

Figure 3. Inner Column Semi Submersible (Type C1,D1) 
 

  
(a ) Exciting force               (b) Heave RAO 
Figure 4. Hydrodynamic Coefficient and RAO(A,C1,D1) 
 
Figure 4 에 Heave RAO 를 살펴보면, Water Plane 

Area를 더 줄인 D1이 C1보다 Heave 공진주기가 길어지고, 
Pontoon 을 깊이 잠그고, Pontoon 바닥 Area 를 감소 시킨 
D1이 C1보다  Heave Exciting Force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ner column 을 도입한 Type C1 은 10 초에서 
16초 영역에서 낮은 RAO를 보이지만 공진주기가 18초대로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흘수를 55m 키운 D1 의 
경우에는 10~20 초 영역에  RAO 도 낮고 공진주기도 21 
초로 길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nner Column 
도입하고, 흘수를 깊게 하면 Heave 운동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있다. 

Heave 운동성능을 향상 시킨 Deep Draft, inner column 
Semi 의 Pitch 성능을 향상 최적화 하기 위하여 Outer 
Column 에 경사를 도입하여 Figure 5 와 같은 형상(E1)을 
도출하였다. Heave 성능은 D1 보다 떨어지지만, Heave 
공진주기를 더 길게 만들고, Pitch Exciting Moment 를 
감소시켜, Pitch 성능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Dry Tree Semi 최종 형상으로 채택하였다.  
 



   
(a) Draft 55m                   (b) Draft 40m 

Figure 5. Inner Column & Slant Outer Column (Type E1) 
 

  
(a ) Heave Exciting force         (b) Heave RAO 

Figure 6. Heave Exciting Force and and RAO(A,D1,E1)  
 

  
(a ) Pitch Exciting Moment        (b) Pitch RAO 

Figure 7. Pitch Exciting Moment and RAO(A,D1,E1) 
 
 
3. 라이저,텐셔너 포함 운동성능 시험  
 

본 연구의 대상선으로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한 형상을 
이용하여 흘수는 40.0m 이고, 모형 Scale 은 1/80 로 
제작하였다. 

금번 시험의 목적이 Riser 를 포함한 시험법을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라이저 모형으로 제작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라이저 모델은 실선의 라이저 직경을 고려해서 
단면적이 같아지는 직경을 갖는 전선을 선택하였으나, 
Bending Stiffness 를 맞추지는 못하였다. 라이저의 dry 
weight 와 wet weight 를 고려해서 라이저 모형의 중간 
중간에 부력체를 끼워 넣었고, Top Tensioned Riser 의 
경우에는 상부 끝단에서 Pre-tension 을 맞출 수 있도록 
라이저모형의 단위길이당  무게와 부력체부피를 조절하여 
배치하였다.  

Dry Tree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유체의 경우에는 Top 
tensioned riser 의 상단에 부유체의 운동이 라이저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Buoyancy Can 이나   
Tensioner 가 설치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Tensioner 는 

일정한 Pretension 을 유지하고, 구조물이 상하로 움직이면 
이에 따라 Stroke 가 변하는 방식이다. 이를 모형시험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력에 따라 Stroke 가 변할 수 있는 
기계부를 가공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Tensioner 의 역할은 
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모사해 보았다.  더욱 엄밀한 
시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retension 에 해당하는 
만큼의 Weight 를 미리 걸어 주고, Heave 운동을 하면  
라이저의 고정되어 있고, 구조물의 운동에 따라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Wire 가 링을 지나가도록 하여 장치를 
구성하였다.  향후 시험에서는 Ring 대신에 작은 도르레를 
적용하여 Model에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바닥까지 Mooring 을 설치한 시험이 필요하지만, 
SSMB예인수조에서 에서 파도중의 특성만 파악하기로 하고, 
4 개의 Spring-Wire 을 이용하여 Horizontal Mooring 
System을 적용하였고 설치된 형상은 Figure 8과 같다. 

 
Figure 8. Model setup with Riser 

 

      
(a) Tensioner    (b) Model 

Figure 9. Tensioner System 
 
자유 감쇠시험결과로 부터 Roll/ Pitch 고유주기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Mooring 이 없는 경우에 비해 
Mooring 이 있으면, 고유주기가 45 초 에서 36 초로 20% 
감소한 것을 것 알 수 있고, 라이저가 포함되면, 35 초로  
라이저 역할은 크지 않지만, damping 계수는 라이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Heave 고유주기는 mooring 과 라이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Mooring만 있으면, Damping 계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Riser 와 Tensioner 가 추가되면, 



Heave Damping 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Tensioner 의 모델부분에서 Wire 와  Ring 을 마찰이 크게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Table1 에 시험에 사용한 Wave 조건을 나타내었다. 
 

Table 1. Wave Condition 
Wave 

Condition 
Unit W1 W2  W5 W4 W6 

Spectrum 
Type 

  JONSWAP JONSWAP JONSWAP White White 

Hs(m) m 12.00 15.50 10.40 3.00 6.00 

Tp (sec) s 14.3 14.8 15.0 5~25s 5~25s 

gamma   1.91 2.6 1.7     

 

       
(a) Sugre                         (b) Heave 

 
( c) Pitch  

Figure 10. Motion RAO at Heading 180deg 
 
W4( White Noise 파)와 규칙파의 시험결과를 정리하여 
Surge, Heave, Pitch RAO를 구하여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WAMIT의 계산과 대체로 잘 일치하고 있으며, Surge의 경우
에는 라이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Heave 운동은 
Heave 공진 주기 근처에서 라이저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라이저만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Tensioner가 마찰이 커서 Damping을 크게  만든 것으로 보
인다.  Pitch 운동은 WAMIT 계산보다 약간 크게 나왔으며, 
라이저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4. 수직운동의 저주파수 운동  

일반적으로 평면운동에 대해서는 저주파수의 운동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두개의 입사파의 주파수 차에 따른 

difference frequency force (QTF, Quadratic Transfer 
Function) 을 구하여 계류계해석등에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Semi 에 대한 엄밀한 시험과 실선 
계측을 통해 수직 운동에도 저주파수 운동이 발생하며 이를 
고려한 해석과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Matos(2010) 은 
Petrobras Semi P-52 에 대한 모형시험과 실선계측을 통해 
Pitch 와 Roll 운동에도 2nd order slow motion 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WAMIT 을 이용한 해석을 통해 차주파수 
(difference frequency)에 의한 성분이 Wave 성분만큼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시험결과도 주파수별 해석을 통해 Wave 
Frequency 성분과 저주파수 성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High Frequency (5 초이상), Wave 성분  (5~ 25 초) 성분 
Low Frequency 성분(25 초)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Very 
Low Frequency 성분으로 100 초 이상을 살펴보았다. 보통 
5 초이하의 High Frequency 성분은 거의 없으며, Surge, 
Sway, Yaw 의 경우에는 Horizontal 운동에 대해서만 Very 
Low Frequency 성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Semi 의 경우에는 Roll 과 Pitch 의 고유주기가 
36 초이고, 주파수영역을 나누어 살펴보면, 
25 초(0.25rad/s)에서 50 초(0.125 rad/s) 영역의 성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Spectrum 의 면적으로부터 RMS 를 구해 Figure 4.18 에 
나타내었다. 

 

 
Figure 11. Frequency Componet of Wave & Motion 
 

Surge 는 Low Frequency(50 초이상)가 중요하며, 
Heave 는 Wave 성분 뿐만 아니라 25~50 초 성분도 
중요하다는 알 수 있으며, 특히 Pitch운동은 wave frequency 
5~25 초 성분보다  Low Frequency 성분이  더 중요한 
성분임을 Figure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Horizontal motion 에 대해 Mooring load 를 구하기 
위해서 비선형 해석과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하는 것처럼, 
수직운동의 고유주기가 25초 보다 긴 Semi의 Pitch/Roll의 



경우에도 비선형해석이 필요함을 Figure 12 를 통해 알 수 
있다. 
 

 
Figure 12. Spectrum  of Wave & Motion 

 
 
5.  저주파수 운동 특성 

수직운동의 저주파수의 운동에 해석은 수평운동과 
마찬가지로 입사파의 주파수가 ),( nm ww 로 2 개일 때, 그 
차에 해당하는  )( nm ww - 주파수의 외력항을  Slowly 
Varying Force로 정의하고, Low (Difference) frequency  의 
Quadratic Transfer Function (QTF)로 식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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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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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프로그램으로 WAMIT ver 6.3S 을 사용하였고, Hull 
mesh 와 함께 자유수면 Mesh 도 사용하였다. 입력조건에 
따른 해석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입사파의 주기를 
바꾸었을 때 응답 Spectrum 을 Figure 13 에 나타내었다. 
(a)에 보여준 Wave frequency 성분은 입사파  Spectrum의 
Peak 가 있는 곳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저주파수 영역은 구조물의 Pitch 고유주기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응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Wave Frequency Component 

 
(b) Total( Wave + 2nd Difference ) 

Figure 13 Period Effect of Pitch Response Spectrum 
 
파주기가 동일하고, 입사파의 파고를 2배로 하면, Linear 에 
해당하는 Wave 영역에서의 Pitch Response Spectrum 은 
4배가 되고, 2nd order 해당하는 성분은 16배가 됨을 Figure 
14를 통해 알 수 있다. 
 

 
(a) Wave Frequency Component 

 

 
(b)Total( Wave + 2nd Difference ) 

Figure 14Height Effect of Pitch Response Spectrum 
 
 



 
Figure 15 Pitch Response Spectrum 

( 2nd order Calculation and Experiment ) 
R227 : without riser model 
R504 : with riser model 

시험조건과 같은 Wave 조건에 대한 Pitch Response 
Spectrum을 Figure 15에 나타내었고, 해석결과가 wave freq 
성분은 잘 일치하고, low frequency성분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저주파수 성분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6. 결언 

 
본 연구에서는 Dry Tree Semi 의 성능을 평가하고, 

형상을 변화시키면서 따른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였고, 
모형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Semi 에 대한 
모형시험 기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형제작, 라이저 모델, 
Tensioner 모델링 방법 및 설치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Semi 에 대한 시험과 라이저를 포함한 시험을 
수행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 활동과 각 단계에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Ring Type Deep Draft Semi로서 흘수 40m와 55m를 
고려하였고, Inner column 을 도입하여 8 개의 column 을 
갖으며, outer coulumn이 경사를 갖는 형상으로 하여 Heave 
운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Heave 고유주기 22 초 Pitch 고유주기 36 초인 
Semi의 경우에는 Pitch Motion에서도 Wave component만 
고려하면 시험의 최대값과 RMS 값을 예측할 수 없으며,  
Pitch의 경우에는 Low frequency 영역의 운동성분이 Wave 
Frequency 성분이 더 크고 최대값에 Low Frequency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 Wave 영역의 Motion RAO 는 WAMIT 의 해석과 
대체로 일치하였고, 저주파수 영역에 대한 해석결과도 
시험함과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Dry Tree Semi 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수직운동에 대해서도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장주기 운동을 포함한 해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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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남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주세종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기후변화 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재의 2배(약 

750ppm)에 도달하는 2100년에 남해 수온이 약 2～3.5℃ 상승하며 해수의 pH도 약 

7.8( 재 8.1)로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

성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남해의 

해양 생태계 구조/기능  생물자원의 반응/ 응성 평가를 통하여, 해양생물다양성

을 유지하며 생물자원의 지속  이용가능을 한 책  응 방안 마련을 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향 시나리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는 ‘남해역 장기수온변동 추이  기후변화와의 상 성 분석’, ‘동 국해 장기 생태

계 변동 추이 분석  기후변화 향 진단’, ‘주요 부유생물  생태계의 기후변화 

반응 연구’, ‘남해권역 해양환경/생태계 변동 모니터링을 한 측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남해 장기수온변동 추이 공간분포  

주요 연안역의 산성화 진행 정도와 동 국해 장기 생태계 변동 추이 그리고 주요 

식물 랑크톤 기후인자(수온, 산성화) 생리 반응 실험 결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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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long-term trends of zooplankton from two marine 
ecosystems across the North Pacific: Northeastern Asian Marginal Sea and 
Southern California Current System 
 

YOUNG-SHIL KANG1 AND MARK D. OHMAN2  

1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Gijang-eup, Gijang-kun, Busan, 

Republic of Korea, yskang@nfrdi.go.kr 
2 Corresponding author: Integrative Oceanography Division,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9500 Gilman Dr., San Diego, La Jolla, 

CA 92093-0218, USA, mohman@ucsd.edu 

 

Long-term trends of zooplankton biomass (1968-2009) and major zooplankton taxa (1978-

2009) were examined in two marine ecosystems across the North Pacific, the Northeastern 

Asian Marginal Sea (NeAMS) and the Southern California Current System (SCC). The 

NeAMS is physically characterized by the influence of two currents, the Tsushima Warm 

Current and Northern Cold Current, and by river discharges. The SCC is a coastal upwelling 

biome, also influenced by the confluence of waters of Transition Zone/Subarctic origins and 

Subtropical waters, and is strongly affected by ENSO events but experiences little riverine 

input. Zooplankton biomass showed contrasting long-term patterns in the two regions: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of biomass (as wet mass) in the NeAMS, but a decreasing trend of 

biomass (as wet displacement volume) in the SCC. However, there were no detectable 

differences in trends of copepods, euphausiids and amphipods. These taxa tended toward 

increases in both regions, but the trends were generally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CC. 

In the SCC, decreasing zooplankton biomass was mainly caused by declining tunicates and 

chaetognaths. On the other hand, in the NeAMS, increasing zooplankton biomass was closely 

associated with increases of all major zooplankton groups. Seasonal cycles of zooplankton 

biomass and responses to El Niño also differed between the two regions. Zooplankton 

biomass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Pacific Decadal Oscillation in the NeAMS, but 

associated with the North Pacific Gyre Oscillation in the SCC. Zooplankton responses to 

larger scale atmosphere-oceanic forcing showed differing patterns that reflect regional 

physical processes and biological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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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est Pacific Climate-Ocean Variability and Korean Marine Fisheries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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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20 Gangneung Daehangno, Gangneu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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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jor marginal seas are situated in Northwest Pacific region created the higher marine production than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Adaptation of marine organisms is more vulnerable in this mid latitudes where warm and cold 
water masses are mixed offshore, forming productive sub-polar front systems. Korean marine waters is laying in 
three different marginal seas; the East/Japan Sea,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Total catch of these seas is 
greatly enhanced by the fishing technology since 1970s. But historical climate change affects the whole production 
very entirely with the recent concern of anthropogenic global warming. Changes in total catch trend, species catch 
composition, dominant species alteration, reducing large demersal species, increasing immature fish in the catch, 
decreasing of catch per unit effort, and increasing warm water species (e.g. Thunnus spp.) are the major concer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Korean different marine ecosystems for long term basis. Increasing trend of sea 
surface temperature (SST) has been remarkably identified in all Korean waterbodies by major marine researchers. 
The Kuroshio Current Large Marine Ecosystem warmed most rapidly in 1981–1998, when SST rose by 1.5 oC (~0.9 
oC/decade), almost 7 times the global rate. The rapid warming in these semi-enclosed or landlocked marginal seas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nearby landmass warming resulting from the adjacent heavily populated and 
industrialized condition which is a direct anthropogenic origin. In this review paper, we summarized long term 
pattern of major climate variability in the Northwestern Pacific like decadal climate regime shift, tropical El Niñ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Arctic Oscillation (AO), Aleutian Low Pressure (ALP) and East Asian Monsoon 
and tried to identify teleconnections particularly in different Korean marine waters.  Increasing, decreasing or 
altering pattern of major commercial species in different ecosystem have been summarized and tried to identify the 
major climatic influence on that species production and migration pattern. Major distributional pattern with 
spawning ground, spawning season and major climatic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from the different previous 
researches for these major commercial species. Two major climate regime shifts in 1976/77 and 1987/88 has also 
been summarized with its effect on mixed layer depth (MLD) changing, alteration of major species, changing in 
catch composition with some distributional migration patterns of some major species. Changes in fisheries 
community structure was investigated with Simpson’s diversity index and mean trophic level estimation from 62 
species catch data in different parts of the Korean Marine waters. Management strategy of this region should not be 
focused only for one species but also whole ecosystem should be focused. Northward movement of the cold water 
species and the warm water species in the Korean waters also should be included in the management plan. Spawning 
ground and distributional pattern should be identified more precisely for the major commercial species. Trans-
boundary cooperation among the adjacent countries will also be a vital issue for Korean marine fishery management. 
Different b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encouraged like overexploitation, spawning ground identification, 
prohibiting immature fish catch, enhancing marine protected area (MPA) etc. Encouraging culture fisheries also 
would have major concern to full fill the fish protein demand in case of irregular marine fishery production.   

Keywords: climate-ocean variability, fisheries community, marine ecosystem, climate regim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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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만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방안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of Climate Change on Coastal Seaports

강시환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프로그램)

전기천2)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Significant climate changes are already observed on both global and regional scale and increased

changes anticipated in the mid-and long-term will affect ecosystems, biodiversity, human life and

many economic activities in coastal areas. Coastal seaports are considered to get significant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ir infrastructure and superstructure in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possibl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oceans and sea-coasts, and the potential consequent impacts on coastal

seaports and their adaptation measures. Due to their location at the intersection between sea and

land, seaport facilities are most vulnerable to changes of all sea-water parameters like mean sea level

, storm surge, wind wave and swell, tidal regime and etc.. Because of their sensitivity to changes in

mean sea water levels as well as extreme weather events, seaports need to be prepared to adapt

access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in order to be able to successfully operate in future. Detrimental

effects include reduction general disruption to infrastructure and activities designed for present-day

climate. We will present a guideline for port authorities as well as port construction industries to

identify locally relevant climate change impacts and vulnerabilities of seaport development and

operation, and to develop appropriate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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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ar regions, the Arctic and Antarctic, are the last frontier on earth and there exists vast amount 
of natural resources underneath the frozen land and sea ice. In order to utilize those natural 
resources for human being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fragil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 facilities and technologies that are unique to the Polar environment. In this 
presentation, issues of global warming and the diminishing sea ice are discussed.  
 
Recent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and higher energy prices demand ever increasing efforts on 
the development of Arctic region. At the same time, dramatic melting of polar pack ice due to 
‘global warming’ enhances the activities of mankind in the Arctic region, which in turn cause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ice-going ships to higher latitude in the Arctic Ocean. Since 2006, 
two major shipping routes in the Arctic Ocean, i.e., the Northern Sea Route (NSR) along the 
Russian coastline of Siberia and the Northwest Passage through the Canadian Arctic Islands, have 
been opened simultaneously in summer season.  
 
The NSR is a series of shipping lanes that connects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The lane 
followed at any one time depends on the prevailing ice conditions in the various locations. In 
geometrical terms the NSR is the maritime short-cut between the Atlantic and the Pacific. Much 
shorter distance along the NSR seems to be enough economical as a year-round commercial 
shipping route when compared to Suez Canal route. One of the technical challenges for a year-
round commercial operation in the NSR is the understanding of site-specific ice and other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transit analysis with icebreaking cargo vessels. In ice-covered 
sea,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sea ice significantly restrict the operation of ships and the 
icebreaker assistance may be an important decision for keeping the speed and direction as 
planned. Ic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such as sea ice thickness and concentration, multi-
year ridge formation and harsh weather condition along the Arctic sea routes ar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high Arct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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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0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 복사보정을 위한 현장관측장비
검보정 광학실험실 구축
안기범1, 오은송1,2,3, 조성익1,2,3, 박 제1, 유주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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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구실, 3연세대학교우주과학연구소)

PO-02 Comparison study of semi-analytical models for IOP
retrieval using GOCI
Jee-Eun Min, Young-Je Park, Joo-Hyung Ryu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PO-03 MUMM 알고리즘을 활용한 탁한 해역의 해수 반사도 추출
이보람1,2, 박 제1, 안재현1,3(1해양위성센터, 한국해양연구원, 
2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3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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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한희정, 조성익, 박 제,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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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익1,2,3, 유주형1, 오은송1,2,3, 안기범1, 박 제1, 안유환1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2연세대학교천문우주학과우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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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및 북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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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박재훈(한국해양연구원)

PO-06 An Effect of Radioactivity from a Japanese Coastal Region
on the Korean Waters with the Passage of Typhoons 
Chul-hoon Hong and Jin-Ho Ju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O-07 발표 취소

PO-08 The effects of geothermal heating on the East Sea
circulation
박 규, 박재훈, 이호진, 민홍식 (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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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현1, 장찬주1, 박태욱1, 유신재2(1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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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조철호, 이 석 (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보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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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Oh, Seok Lee, Kyu-Min Song, Kyeong-Ok Kim,

Cheol-Ho Cho, and Heung-Jae Li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nsan, Gyunggi -do, Korea, 426-744)

PO-13 한반도 주변해역 아틀라스(Oceanographic Atlas of the East
Asian Seas, OAEAS) 제작
이준수, 김진아, 이원철, 한인성, 황재동, 서 상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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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1, 우승범1, 김상일2 (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2College of

Oceanic and Atmospheric Sciences, Oregon State Univerisy)

PO-15 연안 사퇴 주변 해역에서의 조류의 수렴/발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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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Soo Lim, Chang S. Kim1, Kwang-Soon Park2, 

Jae-Sam Yang3 and Insik Chun4(1Marine Environment &

Conservation Research, KORDI 2Climate Change &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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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 , 노 재, 김백진 (충남대학교해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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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구* , 정상훈** , 김부근* , 김백운*** , 이상룡* (* 부산대학교해양
학과 ** 한국해양연구원 *** 군산대학교새만금환경연구센터)

PO-19 섬진강 하구역 하천수 유입 순환 수치모델링 실험
김백진1, 노 재, 정광 , 박광순2(1충남대학교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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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 연구
정상훈*, 김부근** , 김백운*** , 이상룡** (* 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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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임월애, 강미정, 서 상, 김 숙1(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
종합정보과, 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1)

BO-03 해색위성 GOCI을 이용한 녹조(green algae bloom)의 탐지
및 이상 분포 추적
손 백* ,유주형* ,박 제* ,유정미* ,한희정* ,민지은* ,이보람* ,
박 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한국해양연구원, 
기후 / 연안재해연구부)

BO-04 유류·유분산제에 대한 부착성 미세생물군집의 반응특성
손문호, 백승호, 심원준 (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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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2
(324B호,11:00-12:15)

좌장 : 서해립 (전남대학교) 

BO-06 Morphology and molecular phylogeny of a new
heterolobosean amoeboid Selenaion koniopes n. gen., n.
sp., isolated from the Wieliczka salt mine
Jong Soo Parka, Johan F. De Jonckheereb, Alastair GB Simpsonc

(a경북대학교해양학과, bResearch Unit for Tropical Diseases,

Belgium cDepartment of Biology, Dalhousie University, Canada)

BO-07 미세조류에 의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의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 분석
김태 (한국해양연구원),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세헌(한
국해양연구원), 표희동(부경대학교) 

BO-08 Application of Kompsat-2 image to estimate distribution of
seagrass beds at Deukryang Bay, Korea
김근용1, 엄진아2, 최종국2, 유주형2, 김광용1(1전남대학교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BO-09 Response of eelgrass (Zostera marina L.) to ocean
acidification during the winter months: a mesocosm study
김주형, 강은주, 공병주, 김근용, 김광용 (전남대학교해양학과)

BO-10 원전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자원화 방안 연구
박세헌, 김태 , 양희철, 노충환(한국해양연구원)

고해양 외
(325A호, 13:00-14:30)

좌장 : 김부근(부산대학교)

GO-01 ITRAX와 Avaatech XRF Core-scanner의 코어퇴적물 지화학
원소 분석 상호 비교
장태수1, 엄인권1, 정종옥2(1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2경상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GO-02 강화도 여차리 조간대의 제 4기 층서-예비 연구 결과
최경식, 정재훈, 조주희, 오청록 (전남대학교해양학과)

GO-03 지난 2.3 Myr 동안 베링해의 고생산성 변화: IODP
Expedition 323 Site U1343
김성한1, K. Takahashi2, Y. Kanematsu2, H. Asahi3,1, 김부근1

(1부산대학교, 2규슈대학교, 3동경대학교)

GO-04 마이오세-올리고세 경계부 동적도 태평양 지역의 풍성기원퇴
적물의 함량 및 기원지 변화 (IODP Expedition 320 Site
U1333) 
이종민1, 형기성2, 김부근1(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2한국해양연구원심해해저자원연구부)

GO-05 The differentiation from pseudo coral habitat with spectral
analysis
오은송1,2, 엄진아1,3, 박숭환4, 최종국1, 유주형1(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2연세대학교천문우주학과, 3연세대학교지구시스
템과학과, 4서울시립대학교지리정보공학과)

GO-06 객체기반 분류 방법을 이용한 산호 서식지 분류
엄진아1,3, 최종국1, 유주형1, 박숭환2, 원중선3(1한국해양연구원해
양위성센터, 2서울시립대학교공간정보공학과, 3연세대학교지구
시스템과학과)

연안환경
(325A호,15:00-16:45)

좌장 : 장태수

GO-07 낙동강 하구 신자도 해빈 퇴적물의 시·공간적인 변화
김백운* , 김부근** , 이상룡** (*군산대학교새만금환경연구센터, 
**부산대학교해양학과)

GO-08 인공구조물에 의한 주변 갯벌의 지형변화 분석
이윤경1, 최종국1, 김계림1, 유주형1(1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GO-09 음향측심기를 활용한 대이작도 풀등 지형변화 관측
이관홍1, 이숭지1, 류호상1, 최두원2, 박효봉1, 신현정1, 김원태1, 

송효근1 (1인하대학교해양학과, 2(주)이오브이울트라소닉스)

GO-10 곰소만 쉐니어의 시공간적 이동과 형태특성
오청록, 최경식 (전남대학교해양학과)

GO-11 하구둑으로 닫힌 산강 하구의 간헐적 담수방류 패턴분석
류호상, 이관홍 (인하대학교해양학과)

GO-12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한 하구역 부유퇴
적물 농도 관측
박효봉, 이관홍 (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GO-13 지형적 수렴특성에 따른 하구의 분류
신현정, 이관홍, 류호상 (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해양화학
(325B호, 15:00-16:45)

좌장 : 김동선(한국해양연구원)

CO-01 Assimilation and Elimination of Silver Nanoparticles by
Leptocheirus plumulosus and Daphnia magna 
김남현, 양송이, 이승하, 이병권 (전남대학교해양학교)

CO-02 남극 대륙 융빙수와융설수 유입이 남빙양 Fe 공급에 미치는
향

김인태1, 김규범1, 최은정2(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2극지연구소극지생물해양연구부)

CO-03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한 새만금호의 장기 수질변화 및
물질수지 연구
정용훈, 송수진, 양재삼(군산대학교해양학과)

CO-04 Organ distribution and subcellular partitioning of Cd and
Zn in seven organs of Octopus minor and their trophic
transfer to mouse
양송이, 이병권 (전남대학교해양학과)

CO-05 Toxicity of Ag Nanoparticles to fresh water Amphipod
(Hyalellaazteca)
Sanjay Kumar Sundaray, 이병권 (전남대학교해양학과)

CO-06 Effects of natural suspended matter on toxicity of silver
nanoparticles to Daphnia Magna
김지혁, 이병권 (전남대학교해양학과)

CO-07 광양만과진해만에서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계절
변동과 순환
박경아1,2, 이태식1, 이강웅2, 김동선3, 신형철1(1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2한국외국어대학교환경학과, 3한국해양연구원)

CO-01

화학분과 구두발표 : 5월 31일(목)

GO-02

GO-01

지질분과 구두발표 : 5월 31일(목)

BO-02



해양생물의 미래가치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역할
(325C호,13:00-15:30)

좌장 : 홍제상(인하대학교)
강 실(국립수산과학원)

SA-01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생물자원의 미래
심동현(국토해양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추진단) 

SA-02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후 해양생물자원정책의 추진방향
박수진(해양수산개발원해양연구본부)

SA-03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 현황 및 연구동향
윤석현, 서 상, 김주희, 정미희, 이도경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SA-04 범지구적 해양생물시료 확보를 통한 종다양성 연구
이승한1, 김세화2, 박은옥1, 조규희3, 서호 4, 이원철1

(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용인대학교생명과학과 , 
3한국해양연구원, 4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

SA-05 국내 해양 원핵생물의 다양성 배양 및 군집구조
조장천1, 권개경2(1인하대학교생명해양과학부, 2한국해양연구원해양
바이오연구센터)

SA-06 해양원생생물 배양종주의 응용성과 미래가치
이원호, 박종우1, 노정래, 박종규, 김형섭2(군산대해양학과, 1군산대새만
금해양환경연구팀, 2군산대해양생물공학과)

SA-07 Taxonomical studies on corycaeids and oncaeids
(Copepoda: Cyclopoida)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and their characteristics on occurrence related to water mass
위진희, 서호 (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

SA-08 해조류 엽체부착생물의 생물다양성
김창수, 유재원, 박미라, 이현정, 정회인1, 이창근, 홍재상1 ((주)한국연
안환경생태연구소, 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SA-09 한국 연안 해파리류의 생물다양성
박진호, 문창호1, 서 상2, 윤석현2, 강 실2, 오철웅1 ((주)오션테크해
양연구소, 1부경대학교, 2국립수산과학원)

SA-10 First Record of the Bothid Flounder, Japonolaeops
dentatus (Bothidae, Pleuronectiformes) from Jeju Island, Korea
Maeng Jin Kim, Jung Hwa Choi, Kwang-Ho Choi Taeg Yun Oh,

Dong Woo Lee(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Divisio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유해적조의 발생과 대책에 관한 연구
(325D호,13:00~16:00)

좌장 : 이윤(국립수산과학원)

한명수(한양대학교)

SB-01 Implications of high levels of genetic divergence and
phylogenetic structure for the taxonomy of harmful
dinoflagellate Prorocentrum
Ju-Yong Cheonand Jang-Seu Ki* (Dep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e-mail: kijs@smu.ac.kr)

SB-02 Toxicogenomics in the harmful dinoflagellate Prorocentrum
minimum: differential transcription of heat shock protein 90
(HSP90) by thermal shock, metal, and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Ruoyu Guo, Vinitha Ebenezer, Jang-Seu Ki* (Dep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e-mail: kijs@smu.ac.kr)

SB-03 Quantitative Real-Time PCR 을 이용한 Heterosigma
akashiwo 휴면포자 정량 기법의 현장 생태계 적용
김주환, 박범수, 김진호, 왕펑빈, 한명수 (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SB-04 Distribution and seasonal fluctuation of diverse ribotype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in Southern Korean coastal
waters
Bum Soo Park, Peng-Bin Wang, Jin-Ho Kim, Ju-Hwan Kim, Li Zhun,

Myung-Soo Han (1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SB-05 국내 연안의 Pseudo-nitzschia 속의 출현과 P. pungens의
ITS 역 유전적 다형성 분석
김진호, 조수연, 한명수 (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SB-06 Redescription of eight Amphora species (Bacillariophyceae)
based o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s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Pengbin Wang, Soo-Yeon Cho and Myung-Soo Han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SB-07 적조 원인생물인 광합성 섬모류 Mesodinium rubrum의 월동전략
박종우, 김형섭+, 이원호++ (군산대새만금해양환경연구팀,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군산대해양학과++)

SB-08 Parasitism of harmful dinoflagellates in Korean coastal waters
김선주1, 박명길2, 신은 3, 이원호4, D. Wayne Coats5(1전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전남대학교해양학과, 3한국미세조류분류연구소, 
4군산대학교해양학과, 5미국스미스소니언환경연구소)

SB-09 HAB 조기탐지를 위한 수중음향기법 연구(Application of
acoustic method to the real-time detection of harmful algal
blooms)
최지웅1, 김정훈1, 윤 1, 강돈혁2(1한양대학교해양환경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해양방위연구센터)

SB-10 적조발생 조기경보 원격 레이저 형광 센서 개발
박 호, 강훈수 (광주과학기술원고등광기술연구소)

SB-11 Dinophysis caudata(Dinophyceae) sequesters and retains
plastids from the mixotrophic ciliate prey Mesodinium
rubrum
김미란, 남승원, 신웅기, Donald W. Coats, 박명길(전남대학교해양학과)

SB-12 Invite you to 15th ICHA
김학균 (제15차국제적조회의한국조직위원장)

SB

SA

특별세션 : 5월 31일(목)

~



Plenary Session
(324A호,09:00-10:15)

1. 개회식

2. 시상식

3. 전년도 평생업적상 수상자 특별강연 - 이흥재(한국해양연구원)

평의원회
(324A호,10:30-11:30)

총 회
(324A호,13:00~14:00)

기후변화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324A호,14:15~15:45)

좌장 : 장찬주(한국해양연구원)

PO-21 두 타입 엘니뇨와 열대 해양 생태 반응
국종성1, 이기웅2, 박종연1, 예상욱2(1한국해양연구원, 2한양대학교)

PO-22 Evaluation of Surface Heat Flux from Global Reanalysis
Products in Marginal Seas
Uk-Jae Jung1, Kyung-Il Chang1, Gwang-Nam Han2, Jong-Min Jung3,

Lisan Yu4(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Administration
3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4Department

of physical Oceanography,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

PO-23 Steric 효과를 직접 고려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북서태평양에서의
상세 해수면 상승 연구
임채욱, 우승범, 김동훈 (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연세대학교대기과
학과지구환경연구소)

PO-24 Effect of ENSO on summer salinity variability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박태욱1, 장찬주1, 권민호1, 김철호1, 나한나2, 김광열3

(1한국해양연구원, 2미국로드아일랜드대학교해양대학원, 
3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O-25 북서태평양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수면 장주기 변화
임은표12, 승 호1(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2(주)한국해양과학기술
부설연구소)

PO-26 Relation between open ocean deep convection and
Southern Hemisphere westerlies in an intermediate
complexity climate model
전우근1), 박 규2), 김형록1), 나 남1), 김 규1) (1)국방과학연구소,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
(325B호,14:15~17:30)

좌장 : 김 옥(한국해양연구원)
최진우(한국해양연구원)

SC-01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국외사례와 국내적용 방향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SC-02 진해만과 광양만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을 위한 수질지수 설정
김동선, 최상화, 김경희, 정진현, 백승호,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SC-03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 -부유생물 지표와 기준치 설정방안
모색-
백승호, 최현우, 김동선,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SC-04 Multiple biomarker approaches to assess the effects of
marine environmental contaminants on benthic fish 
Jee-Hyun Jung, Young Sun Chae, Ha Na Kim, Sang Hee Hong, 

Gi-Myung Han, Won Joon Shim (Oil & POPs Research Group, 

KORDI, Geoje, 656-834, Korea)

SC-05 Diagnosis of Marteilioides chungmuensis in wild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using a histology and nested PCR
강현실1, 이지연1, 홍현기1, 김 옥2, 최광식1(1제주대학교해양의생
명과학부, 2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SC-06 Assessment of sediment quality in Jinhae and Gwangyang bays 
심원준, 홍상희, 한기명, 하성용, 임운혁, 임동일, 안준건, 

김남숙 (한국해양연구원남해분원남해특성연구부)

SC-07 광양만과 진해만에서 중형저서동물 군집특성을 이용한 저서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김동성, 오제혁, 강태욱, 이희갑 (한국해양연구원, 1해양생물자원연구부)

SC-08 저서생태계 건강성 평가기법의 성능비교
류종성1, 김종성2, 고철환3(1안양대학교 문리과학대학 해양생명공
학과 2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환경생태공학부 3서울대학교자연
과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명예교수)

SC-09 저서생태계 건강도 평가에 이용 가능한 저서생물지수: AMBI (AZTI
Marine Biotic Index)를 중심으로
유옥환 (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SC-10 국내 저서생태 지수 활용의 현황과 개선점
유재원, 이창근, 김창수, 정수 , 홍재상1)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
구소, 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SC-11 저서생물군집의 건강도 평가-지표종 선별 및 기준치 설정
최진우, 서진 , 박소현,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남해분원)

SC-12 해양생태계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의 정규화 기법 비교
최현우, 윤동 , 김 옥(한국해양연구원해양자료정보사업단)

SC-13 Assessment of metal pollution and eutrophication in
heavily industrialized Jinhae-Masan Bay, Korea 
임동일 (한국해양연구원남해분원남해특성연구부)

PICES (PICES-2012 참가 지원 특별 세션)
(325C호,14:15~16:00)

좌장 : 정희동 (국립수산과학원)
정석근 (제주대학교) 

SD-01 Influence of ontogenetic vertical migration on transport
processes of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larvae
in the East China Sea using a coupled behavioral-physical model
Jung Jin Kim1, William T. Stockhousen2, Yang-Ki Cho3, 

Gwang Ho Seo3 and Suam Kim1 (1Deparment of Marine Biology,

Pukyong National Univ., 599-1 Daeyeon 3-dong, Nam-gu, Busan,

608-737, Korea 2NOAA Fisheries, Alaska Fisheries Science Center,

Seattle, WA, 98115, USA 3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gu, Seoul, 151-742, Korea)

SD-02 A study on the ecosystem-based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in Korean waters
Youjung Kwonand ChangIk Zh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Republic of Korea.)

SD-03 Vertical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composition and
biomass in two different latitudes in the Yellow Sea, Korea
Oh Youn Kwon1,2, Woong-Seo Kim3, Jung-Hoon Kang2, 

Jin Hwan Lee1(1Green Life Science department, SangMyung

University 2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3Office of the Senior

Vice President,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SD

SC

특별세션 : 6월 1일(금)

PO-05

구두발표 : 6월 1일(금)



SD-04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bility in sinking particle
fluxes in the 10°N thermocline ridge area of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Hyung Jeek Kima, Kiseong Hyeonga, Chan Min Yooa, Dongseon

Kimb, Boo-Keun Khimc(aDeep-sea & Marine Geo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KORDI bClimate Changes & Coastal Disaster Research

Department, KORDI cDepartment of Ocean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SD-05 Effect of elevated carbon dioxide in seawater on the early
life history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Kyung Su Kim, Jeong Hee Shim, Su Am Kim (Department of

Marine Bi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Republic of Korea.)

SD-06 The role of salt marsh plants as a net sink or source
carbon dioxide in South western Gulf of Mexico
Sang Rul Park (Faculty of Marine Biomedical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SD-07 Trophic structure of the rocky shore ecosystem in Otsuchi
Bay, Japan: implication of benthic-pelagic coupling
Nam-Il Won1, Hideki Takami2, Yutaka Kurita2, Daisuke Muraoka2,

and Tomohiko Kawamura3(1Institute of Environment and Ecology,

Korea University 2Tohoku National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Fisheries Research Agency 3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SD-08 The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Scuba Divers
Awareness on the Ocean Environment and the Plans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Ji-Yeon Shin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232 Wangsan-ri,

Mohyun-myun, Cheoin-gu, Yongin-si, Gyunggi-do, Korea)

순압적모형에 의한 한반도주변 광역해양
조석해일실시간예보

(325D호,14:15-15:45)

좌장 : 최병호(성균관대학교)

SE-01 순압적모형에 의한 한반도주변 광역해양예보전략 (Strategy
for Barotropic Ocean Forecast for Korean Waters)
최병호 (성균관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SE-02 예보모형을 위한 광역 수심-표고와 해안선자료정비
(Refinement of Bathymetric/Topographic and Coastline
Data for Ocean Forecast Model)
최병호1, 문종윤2, 조완희2, 김경옥3 (1성균관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 2 (주)해양정보기술 3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보전연구부)

SE-03 한반도주변 광역해양의 신속조석해일예보 (Rapid Waterlevel/
Tide Forecast/Predictions for Korean Waters) 
김경옥1, 조완희2, 방인권3, 최병호4 (1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보전
연구부, 2(주)해양정보기술, 3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4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SE-04 국제수로기구 수직기준체계와 순압예보기반 새로운 수로측량
체계구성(IHO World Height System and Barotropic
Forecast based Hydrographic Observation System)
최병호1, 강용덕2, 임관창3(1성균관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주)해양정보기술 , 3국립해양조사원, 국토해양부) 

SE-05 한반도해안 검조소의 해일 및 해파기록 (Surge Records
from Analog Tidal Records and Coastal Wave Observation)
최병호1, 조완희2, 조 옥2, 김경옥3(1성균관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 , 2(주)해양정보기술,  3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보전연구부)

SE-06 연안역 유출방사능 거동 단기예측을 위한 시스템 개발 (On
the development of short-term prediction system of the
dispersion of accidentally released radionuclides in the
Yellow Sea) 
정경태1, 김경옥1, 김미경2, 최병호3(1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보전
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3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인공위성 자료검정을 위한 엽록소 분석방법 비교
(325A호,14:15-15:30)

좌장 : 박미옥(부경대학교)

SF-01 천리안 해양위성(GOCI) 자료의 검정을 위한 엽록소 측정
방법의 비교 및 표준화의 필요성
박 제, 문정언, 손 백, 민지은, 유주형 (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SF-02 흡광법, 형광법과 HPLC를 이용한 엽록소 측정의 상호검정과
협의체 구성제안
박미옥, 신우철, Defri Yona (부경대학교해양학과)

SF-03 해양환경에 따른 엽록소 a 측정방법의 검토: 갯벌에서 아열대
빈 양 해역까지
노재훈, 최동한*, 박신 , 안성민, 이화 (한국해양연구원생물자원
연구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SF-04 현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진행중인 주요 연구과제의 클로로필
a 측정방법 비교 검토
김윤숙, 김창만, 곽정현, 박현제, 강창근(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

SF-05 동중국해 클로로필-a의 공간적 분포 특성
윤상철, 윤석현, 황재동, 서 상, 안지숙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
합정보과)

심사위원 : 김 규(국방과학연구소)
조양기(서울대학교)

PP-01 GAIA 과제: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
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1, 강인식2, 노의근3, 국종성1, 김 호1 (1한국해양연구원기후
연안재해연구부, 2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 3연세대대기과학과)

PP-02 GAIA 과제: 적도태평양 수온약층 미세구조 관측
이재학1, 홍창수1, 민홍식1, 장찬주1, 이하웅1, 김 준2, 전찬형1, 

백규남1, Kelvin Richards3(1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남해분원운 관리부, 3하와이대해양학과)

PP-03 GAIA Project: A high resolution GCM with Cloud Microphysics

In-Sik Kang, Young-Min Yang, Il-Dae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PP-04 GAIA 과제: Tokioka 파라미터에 대한 열대 동태평양 계절
변동의 민감도 조사 (GAIA Project: Sensitivities of tropical
Pacific seasonal cycle to Tokioka parameter)
이강진1, 안순일1, 국종성2 (1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PP-05 GAIA 과제: Dependence of tracer injection on the
horizontal resolution in a numerical model
박 규 (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06 GAIA 과제 : GAIA 해양 모형을 이용한 1997/98년 북서태평양
regime shift 원인 분석
1조현수, 1예상욱, 2김철호 (1한양대학교해양환경과학과 2한국해양
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07 GAIA 과제: GAIA 해양대순환모형에서 두 가지 연직혼합방안의
상층수온 및 혼합층 결과 비교
이동원, *장찬주, 예상욱, *박태욱, **김동훈, *국종성 (한양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한국해양연구원, **연세대학교)

물리분과 포스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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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08 GAIA 과제 : Investigation of biological effect to the Pacific
Decadal Oscillation in the GAIA model
이기웅1, 예상욱1, 국종성2, 박종연2 (한양대학교1, 한국해양연구원2)

PP-09 GAIA 과제 : KORDI 기후시스템 모형 개발 및 품위 검증
1장연수, 2김대현, 3김동훈, 4이동민, 1국종성* (1한국해양연구원기후·
연안재해연구부, 2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Columbia

University, 3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4NASA / Goddard Space Flight

Center)

PP-10 GAIA 과제 : ENSO sensitivity to cumulus entrainment in a
coupled GCM
1장연수, 2김대현, 3김동훈, 1김 호, 1국종성* (1한국해양연구원기후·
연안재해연구부, 2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Columbia

University, 3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P-11 GAIA 과제 : 남중국해의 장기간(1950-2008) 표층수온의 변화
특성 연구
최아라1, 박 규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환경시스템과학부,
2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12 GAIA 과제 : Interactions between ocean biology and

climate system in an OGCM
1박종연, 2국종성, 3박 규 (1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13 GAIA 과제 : Applying the Ensemble Kalman Filter to

Regional Ocean Circulation Model & Climate Model
1김 호* , 2박균도, 2장경일, 3Gary Brassington (1한국해양연구원,
2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3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PP-14 GAIA 과제: 고해상도 전 지구 및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형 개발

김동훈, 노의근, 이지혜 (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P-15 GAIA 과제: Investigation of the Ekman Boundary Layer

Structure Using LES

고가현, 노의근 (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P-16 GAIA 과제 : Comparison of the Vertical Mixing Schemes

in the OGCM with the Sensitivity to the Latitudinal

Dependence

Jihye Leeand Yign Noh (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P-17 MOM4-SIS 중장기 적분실험을 통한 해양순환모의 성능 평가

김철호, 김민우, 장찬주, 민홍식, 조현수 (한국해양연구원)

PP-18 인천연안 갯벌의 환경특성과 건강도 평가

이화옥, 이효정, 오 진, 신문기, 최상인, 이충대, 김주원, 김용희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해양조사과)

PP-19 북서태평양 해양-기상환경의 장기변동

김 윤1, 신홍렬2(1지오시스템리서치, 2공주대학교)

PP-20 독도실시간모니터링부이 관측자료에 의한 2009-2010년 독도

연안해역의 물리적 특성

김윤배, 박재훈, 이재학, 정진용

(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21 해양-해빙 접합모델을 이용한 북극해 Sea Ice 경년변동 재현

황보경1, 권미옥1, 이호진1 (1한국해양대학교해양생명환경학과)

PP-22 동해 해양순환 및 해빙 모사
최희진1, 이호진2, 김상엽2(1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2한국해양대학교해양생명환경학과)

PP-23 PNU CGCM 앙상블 예측 시스템의 전지구 및 적도 예측성 검증
안중배1, 이수봉1, 류상범2, 장필훈2 (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2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PP-24 해양예보 개선을 위한 모델 평가 시스템 개발
조경호1, 정상훈1, 최진용1, 윤종주1, 박준용2, 박광순1(1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동해특성연구부)

PP-25 2010-2011년 천수만 하계 해/조류 및 물성 관측과 분석
정광 , 노 재, 김백진 (충남대학교해양학과)

PP-26 겨울철 동중국해에서의 파랑 관측 결과
허 룡1, 황창수1, 허신2, 김주연2, 김대현2, 이기욱2, 홍성두2

(1국립해양조사원, 2오션테크(주))

PP-27 GPS를 이용한 파고 관측 시스템의 성능평가
허룡1, 황창수1, 허 신2, 김주연2, 김대현2, 이기욱2, 홍성두2

(1국립해양조사원, 2오션테크(주))

PP-28 동해연안 원전주변의 해양환경 대응시스템 연구개발
문형태* , 최휴창* , 장성태** , 김성준** , 이효진** , 박종집**

(한국수력원자력* , (주)지오시스템리서치** )

PP-29 인공위성 고도계로 관측한 계절별 인도양 표층해류 순환 특성
변도성, 황진아, 박세 , 이주 , 이은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
조사연구실)

PP-30 동해 우산해곡에서의 심층 유동 특성
백규남1, 서성봉1, 최아라1, 홍창수2, 김윤배2, 이재학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31 KORDI 해양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김성대, 최상화, 박수 , 최현우, 백상호, 박혁민, 정미희 (한국해양
연구원해양자료정보사업단)

PP-32 발표취소

PP-33 파랑 예측시스템의 민감도 평가

박종숙, 강기룡,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PP-34 Dynamical downscaling of global sea level projection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문일주, 권석재, 오상명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해양과환경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연구실,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해양기

상학협동과정)

PP-35 Active roles on river plume on tropical cyclone

intensification

김성훈, 문일주 (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36 Sea Level Projections from Community Earth System

Model (CESM_1.0.4)

오상명, 문일주, 권석재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해양기상학협동과정,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 해양과환경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PP-37 Wave simulation for typhoon Muifa (1109) using two-way

multi-grid nesting

김민 , 문일주 (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38 WRF 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 동남연안의 SST 차이가 국지

기상장 변화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박명희* , 이준수, 안지숙, 한인성, 서 상, 김해동1) 

(국립수산과학원, 1)계명대학교지구환경학과)

PP-39 2011년 여름철 황해 동부 중층 고염핵의 출현과 이동
1정 주, 1최병주, 1이상호, 1권경만, 2변도성, 1황초롱

(1군산대학교해양학과, BK21 새만금해양환경연구팀, 
2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과학연구실)

PP-40 동해 표층 해류와 해표면 수온의 연간 변동성과 계절 변동성

정희석1, 최병주1, 이상호1, 변도성2(1군산대학교해양학과, BK21

새만금해양환경연구팀, 2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PP-41 평수기 한강하구 염하수로 인근의 낙조 우세 및 조석 평균

흐름의 정량적 분석

윤병일, 우승범 (인하대학교)

(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PP-42 동해 해류로 인한 파랑전파변형 수치실험

이재혁1, 김태림1, 최병주2 (1군산대학교해양건설공학과, 2군산대

학교해양학과)

PP-43 경기만 염하수로의 횡방향 운동량 특성

이동환1,2, 우승범1(1인하대학교해양학과, 2지오시스템리서치)

PP-44 대·소조기시 경기만 석모수로에서의 단면 잔차류에 관한 성층의

관계 연구

최낙용, 윤병일, 우승범 (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PP-45 동해 Argo 관측 현황과 미래

장필훈, 전혜원, 강기룡,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PP-46 남극 아문젠해 중부 결빙해역에서의 해류 특성

홍창수1, 이재학1, 하호경2, 김태완2, 함석현3, 황상철1, 이상훈2

(1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2극지연구소극지기후연구부,
3네오씨텍)

PP-47 동계 황해에서 바람과 수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윤종혁1, 승 호1, 임은표1,2(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한국해양

과학기술부설연구소)

PP-48 황해 해양순환모델에 앙상블 칼만 필터(EnKF)를 이용한 표층

수온 자료동화

권경만, 최병주, 이상호, 서광호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BK21새만

금환경연구팀 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P-49 동해연안 ESROB에서 얻어진 엽록소 형광값의 변동성

손 태1, 장경일1, 이경재1, 강창근2, 이동섭3, 노태근3(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포항공대해양대학원, 3부산대학교해양학과)

PP-50 수온약층 내부에서 준관성 주기의 운동에 의한 혼합

서정길, 장경일 (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P-51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을 이용한 가시파래

기원지 및 이동 경로 추정

송지 1,이준수1, 이호진2, 임월애1, 한인성1, 서 상1 (1국립수산과학원,
2한국해양대학교)

PP-52 Moored profiler에 의해 2010년 여름 울릉분지 중앙에서 관측된

엽록소 양의 농도 변화와 물리적 요인 연구

박희망, 장경일, 손 태, 강동진, 노태근, 윤석 (서울대학교지구환

경과학부한국해양연구원기기검교정분석센터부산대학교해양시

스템과학부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PP-53 정지궤도해양관측위성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근해 부유사변동

분석

이민선*1, 박경애2,3(1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
3서울대학교해양연구소)

PP-54 Evaluation of the Accuracy and Retrieval of the Coefficient

of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NOAA/AVHRR Data in

the Seas around Korea

Eun-Young Lee1 and Kyung-Ae Park2 (1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PP-55 Simulated seasonal variation of freshwater budget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박태욱, 장찬주,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PP-56 쓰가루, 소야 해협을 통한 대마난류 유출양의 계절변화에 대한

연구

한수연1, 승 호1, 임은표1,2(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2㈜한국해양

과학기술부설연구소)

PP-57 정지궤도 광학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남서해안 클로로필-a 

농도의 변동성과 조류 변화의 향

박지은1, 박경애2(1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151-742,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PP-58 Spatial Scale and Elliptic Characteristics of Mesoscale

Eddy in the East/Japan Sea

우혜진1, 박경애2(1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지구과학

교육과 / 해양연구소)

PP-59 발표 취소

심사위원 : 최광식(제주대학교)
이원철(한양대학교)

BP-01 TD49 물질을 이용한 Akashiwo sanguinea의 살조능 평가
주혜미, 백승호, 김 옥(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02 Akashiwo sanguinea 적조 발생과 단기 분포특성

손문호, 백승호(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03 The ecological informa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 Gamak

Bay: A sediment trap study

Hyeon Ho Shin1, Jong Sick Park2, Young-Ok Kim3, 

Seung Ho Baek3, Dhongil Lim3 and Yang Ho Yoon2

(1Library of Marine Samples, KORDI, 2Chonnam National

University, 3South Sea Institute, KORDI)

BP-04 태안반도 연안의 플랑크톤 군집변화

이상우, 송혜 , 이재광, 박철 (충남대학교해양학과)

BP-05 요각류 난 부화율에 대한 빈산소의 향 연구: Ⅰ. 여름철

마산만 seabed 환경과 요각류 난 도

장민철, 신경순, 서민호, 이우진, 강정훈 (한국해양연구원남해분원)

BP-06 Analysis of variable regions (V1-V9) with a large dataset of

the dinoflagellate 18S rRNAs for the taxonomic and

diagnostic applications

Jang-Seu Ki* (Dep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BP-07 핵 라이보조말 RNA (rRNA) 마커를 이용한 적조생물
Prorocentrum의 분자계통학적 연구
천주용, 기장서* (상명대학교그린생명과학과)

BP-08 한국연안의 대형해양동물의 계절적 분포
문대연, 1최석관, 2안용락, 2박겸준, 2김현우, 3정민민, 2박태건,
2배귀남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1국립

수산과학원자원관리과, 2고래연구소, 3미래양식연구센터)

BP-09 유류 유출 농도에 따른 중형저서동물 군집 반응 실험 연구
강태욱, 이희갑, 오제혁, 신아 ,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생물자원연구부)

BP-10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of Leptostraca, Nebalia
pseudotroncosoi n. sp. (Crustacea: Malacostraca: Leptostraca),
from South Korea, with peculiar sexual dimorphism
Ji-Hun Song1, Juan Moreira2 and Gi-Sik Min1

(1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Korea, 2Departamento de Biología

(Zoología),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Madrid 28049, Spain)

BP-11 대한해협-울릉분지 사면역의 중형저서생물 군집 특성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1, 박찬홍 (한국해양연구원동해분원,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생물분과 포스터발표



BP-12 Marinicola salinus gen. nov., sp. nov., a new member of
the family Microbacteriaceae isolated from reservoir
seawater of solar saltern in Korea. 
장광일, 조이랑, 조병철 (미생물해양학연구실, 서울대학교자연과

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BP-13 Isolating and screening marine actinobacteria from
sediment of Ganghwa tidal flat in winter in Korea
조이랑, 장광일, 조병철 (미생물해양학연구실, 서울대학교자연과

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BP-14 한국산 유용 해양복족류의 DNA 바코딩 분석
이효진, 노현수 (한국해양연구원독도전문연구센터)

BP-15 A New Nematode of the Genus Prochaetosoma
Micoletzky, 1922 (Nematoda: Draconematidae) from
Baekdo, Korea
김혜리, 노현수 (한국해양연구소독도전문연구센터)

BP-16 여수해역의 연성저질에 서식하는 유용 무척추동물 및 중형저
서동물 연구
이희갑, 강태욱, 오제혁, 민원기* , 노현수* ,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

BP-17 Grass shrimp(Palaemonetes pugio) 배아를 이용한 브롬계 화합
물의 DNA 손상 및 부화율
이효진, 김기범 (경상대학교해양환경공학과)

BP-18 독도의 대형무척추동물 다양성
이재호, 민원기, 노현수 (한국해양연구원독도전문연구센터)

BP-19 Aspect of phytoplankton biomass according to the
monitoring interval in Jang-Mok bay, Korea
권오윤1,2, 강정훈2 (1상명대학교그린생명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BP-20 MODIS위성의 Ocean color data를 이용한 2003년부터 2011년
까지 동해에서의 eddy출현 경향
박정우, 박지우, 초성우, 이상헌(지도교수) (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21 First record of Platorchestia monodi (Crustacea:
Amphipoda: Talitridae) from the Pacific region
김민섭1, 2, 배아람1, 민기식2 (1해양환경관리공단, 2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BP-22 해양퇴적물 내 pH 측정용 LIX미세전극 제작 및 활용
권봉오1, 김종성1, 황진환2, 강성길3, 고철환4 (1고려대학교환경생

태공학부, 2동국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3한국해양연구원대덕분원,
4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BP-23 마산만 한 고정정점에서 와편모류 Dinophysis acuminata 및
Oxyphysis oxytoxoides와 섬모류 Mesodinium rubrum간
상호작용
윤지혜, 김미란, 강미선, 박명길 (전남대학교해양학과)

BP-24 추계 황해, 남해, 동중국해의 유종섬모충류 분포

오진아, 최중기 (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BP-25 참굴(Crassostrea gigas)의 패각운동을 이용한 저염수 조기경

보구축 연구

공혜원, 권형규, 양한섭, 강익준1, 오석진 (부경대학교해양학과1,

일본 Kyushu대학농학부

BP-26 해안개발사업 환경 향평가 향예측 결과에 근거한 해양동ㆍ

식물상 조사정점 선정방안- 항만, 준설 및 매립사업을 중심으로 -

맹준호ㆍ조범준(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BP-27 Population Growth of a Tropical Tintinnid, Metacylis 

jönsenii on different Temperature, Salinity and Diet: 

A laboratory study

이균우, 강정훈 (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28 Phylogenetic relationships between pontellid genera in the

South Sea, Korea 

정현경1, 서해립2, 서호 3 (1국토해양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추진단, 2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3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

환경해양학과)

BP-29 FE-SEM으로 관찰한 매물도 주변해역에 출현한 규조류의

형태적 관찰

이정아, 김병석, 박종규 (군산대학교해양학과)

BP-30 동계 및 춘계 제주도 연안의 착생와편모류 Gambierdiscus

sp.의 분포

장보라, 김형섭+, 이원호 (군산대학교해양학과, 군산대학교해양생

물공학과+)

BP-31 Six newly recorded species of the genus  Strombidium

Clapar e and Lachmann, 1858 (Ciliophora: Spirotricha:

Oligotrichia) from southern coast of Korea 

이은선1, Dapeng Xu1, 최정민1, 신만균2, 김 옥1* (1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2울산대학교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부)

BP-32 First record of six naviculoid diatom genera from Korean

tidal flats

Jinsoon Park1, Jongseong Khim1, Chul-hwan Koh2 (1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P-33 해안개발사업 환경 향평가 향예측 결과에 근거한 해양동ㆍ

식물상 조사정점 선정방안- 발전소, 교량 및 해안인접 개발사

업을 중심으로 -

맹준호ㆍ조범준(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BP-34 Carbon sources and benthic trophic structure in an

invasive seagrass Halophila nipponica bed, based on

stable isotope analyses
1정승진, 2서해립, 3강창근 (1국토해양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추진기획단, 2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3포항공과대학교해양

대학원)

BP-35 황해에 출현하는 요각류의 gut pigment 분석

조규희1, 김웅서1, 강정훈2(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본부, 한국해

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36 Molecular Phylogeny of Tintinnid Ciliates (Ciliophora:

Tintinnida) Based On Multiple Genes Analyses 

Dapeng Xu1, Ping Sun2, 이은선1, 노재훈3, 김 옥1

1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2울산대학교자연과학대학생명

과학부3,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BP-37 Triconia hirsuta Wi, B tger-Schnack and Soh, 2010

(Copepoda, Oncaeidae), first record from the Northeastern

Pacific, with the description of the male 

조규희1, 김웅서1, 이원철2 (1한국해양연구원선임연구본부, 2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BP-38 Two new species of Wellsopsyllus (Copepoda, Harpacticoida,

Paramesochridae) from Gosapo beach, Korea   

백진욱1,2, 이원철2 (1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2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BP-39 우리나라 서해에서 중형저서동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

김광수1, 백진욱2, 박은옥1, 이원철1 (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BP-40 Effe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five species of macroalgae

김주형, 강은주, 김광용 (전남대학교해양학과)

BP-41 해수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저서성 요각류 성체와

유생의 생존율 측정

오제혁1,2, 유옥환1, 이원철2, 김동성1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

원연구부, 2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P-42 Role of vertical mixing on phytoplankton productivity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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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 측 성(GOCI) 복사보정을 한 

장 측장비 검보정 학실험실 구축

안기범1, 오은송1,2,3, 조성익1,2,3, 박 제1, 유주형1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
연세 학교 천문우주학과 우주 학연구실

3
연세 학교 우주과학연구소

천리안 해양 측 성(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은 해색 측 성으로는 세

계최 의 정지궤도 성으로 우리 해와 한반도 주변 해양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

하고 있다. 천리안 해양 측 성에서 측된 해양 측자료는 해양 성센터로 송되며, 처

리시스템에서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수행한다. 처리가 완료된 해양 측자료는 해양자료

처리시스템에서 기보정  해수환경 분석 방법을 용하여 해수 엽록소 농도, 용존 유기

물, 총 부유물질, 조지수, 어장지수, 해양 일차생산력 등 다양한 해양환경 주제도를 생산한

다. 이 과정에서 탑재체에서 송한 원시자료를 실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정량  물리량

인 복사휘도(Radiance)로 변환하는 복사보정을 수행하기 해 해양 성센터에서는 실제 바

다 장에서 해수특성을 측하는 장 측  성궤도상에서 별도의 보정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궤도상 태양  보정 결과를 이용하여 정확도 높은 복사보정을 수행한다. 장 측

자료의 정확한 자료를 해서는 장 측장비의 장 측 후 장비의 특성조사  장비 검

보정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하여 검보정 학실험실을 구축하 다. 검보정 학실험

실은 98% 이상의 균일한 속을 가진 20인치의 LabSphere사 분구  USS-2000S, 상 교

정을 한 기  스펙트로미터 MCPD-9800(311CD)과 ±0.1 mm 편평도를 가지는 

3600×1500×800 mm
3

의 학테이블을 보유하 으며, ZEMAX와 ASAP 등의 학 소 트웨

어를 통한 수치모사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 구축된 실험실과 실험 장비들을 이용

한 장 측장비의 특성 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성데이터 검증이 이 질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비의 특성조사는 추후 력기 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에도 

충분히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상  검보정 측면에서 다양한 학술  업 을 창출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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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study of semi-analytical models 

for IOP retrieval using GOCI  

Jee-Eun Min, Young-Je Park, Joo-Hyung Ryu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Inherent Optical Properties (IOPs) are important factor to characterize marine optical 

environments as well as to process remote-sensing applications. An attenuation c(λ), 

absorption a(λ), scattering b(λ), and backscattering bb(λ) coefficients are IOPs, and the two 

key IOPs relevant to the 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 are a and bb. Each coefficient can 

divide by seawater constituents like as phytoplankton, detritus (suspended particles), 

glebstoff (dissolved organic matter), etc. IOPs are also connected to the Apparent Optical 

Properties (AOPs) by the equation of radiative transfer. So, several semi-analytical 

bio-optical models were developed to retrieve a and bb from satellite Rrs data. The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consistently acquires 8 images on everyday for 

monitoring waters on the Northeast Asia having optically complicated seawater types. In 

this study the Quasi-Analytical Algorithm, Carder's semi-analytical model, and GSM01 

(Garver/Siegel/Maritorena) model were processed to IOP retrieval for sea ar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 verify these models, we used two kind of simulated dataset made 

developed by a Hydrolight simulation (IOCCG dataset) and a forward Rrs model. And we 

compared the result with the in-situ a and bb data. 

Keyword: Semi-anlaytical model, QAA, Carder model, GSM01,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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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M 알고리즘을 활용한 탁한 해역의 해수 반사도 추출

(Extraction of water-leaving reflectances at turbid 
Case-2 water using MUMM algorithm)

이보람
1,2

, 박 제
1

, 안재
1,3

1해양 성센터, 한국해양연구원

2세종 학교 지구정보공학과

3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일반 인 해색 성의 경우 근 외선 장 에서 해수의 반사도는 0이며, 남은 신호는 모두 

기에 의한 산란신호라고 가정 후 기보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맑은 양에서만 

유효하며 탁도가 매우 높은 연안해역에서는 해수부유 입자들의 역산란에 의해 근 외선 장

에서 높은 해수반사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기신호를 과  측하여 단 장

(412∼490nm)에서 심각한 오차를 래하게 된다.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의 측 역은 Case-2 해역이 차지하는 비 이 높

기 때문에 이에 최 화 된 기보정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Case-2 해역의 기보정에 사용되는 MUMM알고리즘의 합성을 별하고자 GOCI 상

에 MUMM알고리즘을 용한 뒤, 탁한 해역의 반사도 값과 장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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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 운영/활용현황 및 계획

유주형, 한희정, 조성익, 박영제,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2011년 4월부터 정규 운영을 시작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은 정지궤도에서 한반도 

주변 해양의 변화를 관측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위성 활용을 위해서

는 안정적인 위성운영, 좋은 품질의 위성자료 생산 및 배포가 전제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위성운영을 통해 1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하루 8회의 위성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자료 제공 체계도 원활히 운영되었다. GOCI 자료처리시스템(GDPS)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였

다. 위성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검·보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대기

보정 및 자료산출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GOCI활용 분야에서도 탁도변화 모니터링, 쓰나

미, 발해만 유류 유출, 황해 녹조, 저염수 모니터링, 해무, 해빙 등 해양 변화 연구와 황사, 

태풍, 산불, 화산, 대규모 화재 등 자연 현상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의 

GOCI위성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위성 기술 및 검·보정 연구결과, 활용성과를 제시하고, 

향후 위성 운영 및 차세대 위성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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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정지궤도 해양 측 성(GOCI-II) 개발 계획  

황

              

조성익1,2,3, 유주형1, 오은송1,2,3, 안기범1, 박 제1, 안유환1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연세 학교 천문우주학과 우주 학연구실
3연세 학교 우주과학연구소

정지궤도에서는 세계 최 로 개발된 해색 성인, 천리안 해양 측 성은 1시간 간격으로 한반

도를 심으로 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 지역의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발사 이후, 약 6개월간의 궤도상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을 거친 끝에 

2011년 4월 20일부터 정규운 을 시작한 천리안 해양 측 성은 약 1년 이라는 짧은 운  기

간에도 불구하고, 해상 유류유출과 같은 해양 재해재난, 규모 녹조, 조와 같은 해양환경 모

니터링, 해무, 해빙 등 여러 해양 상들을 매시간 측하고 그 결과를 유 기   연구자와 

일반인들에게 실시간으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임무수명을 가진 천리안 해양 측

성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측자료 확보를 통한 해양 기후변화 연구  해양환경 모니터

링을 해서는, 약 6년 정도가 소요되는 성 개발기간을 고려할 때,  시 에서 천리안 해양

측 성의 임무를 계승 발 시킨 후속 해양 측 성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

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본격 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 차세  해양 측 성은 국

토해양부의 산 지원으로 개발될 정이며, 교과부, 기상청,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지궤도

복합 성 개발사업의 해양탑재체로 개발될 정이다.  특히, 차세  해양 측 성은 천리안

성 개발 당시의 기술 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구 되지 못하 거나, 천리안 성 운 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련 기능을 개선하여 개발될 정이다.  공간해상도의 경우 재 천리안 해

양 측 성의 500m  분해능을 2배 향상 시킨 250m  분해능을 가지도록  개선함으로써, 연

안지역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 재해재난 응능력을 크게 강화할 정이다.  아울러, 

구 역(Full Disk) 측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실질 인 해양 기후변화 연구를 보다 극 으

로 수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측밴드도 기존 천리안 해양 측 성의 8개에서 15개 수

으로 폭 증가시킴으로써, 식물성 랑크톤 종분석(PFT, Phytoplankton Functional Type)

을 통한 유해 조 별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의 정확도와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 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 해양 측 성 비 개선된 차세  해양 측 성의 주요 사용자 

요구사항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한 기술  구  가능성을 바탕으로 차세  해양 측

성 개발 황을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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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ect of Radioactivity from a Japanese Coastal Region     
      on the Korean Waters with the Passage of Typhoons 

Chul-hoon Hong and Jin-Ho Ju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ongch@pknu.ac.kr)

  
    A radioactivity (RA) released from a nuclear power plant at 
Fukushima in Japan since a Tsunami attack in March 2011 has 
been enormously contaminating and devastating not only 
Japanese coastal waters but also wide regions in the Pacific with 
the Kuroshio Current. The RA influence on the Korean Waters 
would be nearly neglected because the RA-contaminated water 
reaches the Korean Waters after being fully diluted in a 
long-term clockwise-Pacific-current system as previously 
mentioned by many people. Typhoon's passage during summer 
times, however, could contaminate the Korean Waters because of 
southern-Japanese-westward-longshore travels of typhoon-induced 
coastal Jets and Kelvin waves as far as the RA-contaminated 
regions are involved within typhoon's strength while the typhoon 
roams in the Pacific. Nevertheless, this has not been studied by 
the observations or by numerical experiments until now. To 
elucidate the effect of the typhoon-induced oceanic events with 
RA dispersion on the Korean Water a three-dimensional 
primitive equation model (POM) is implemented under simplified 
assumptions such as no basic currents, e.g., the Kuroshio 
Current. The model domain covers most of the northwestern 
Pacific including the marginal seas such as the East/Japan Sea 
and the Yellow sea. In several case studies, numerical 
experiments focus on the RA dispersion from a beginning site 
(Fukushima) with attributes of typhoons, for example, intensity, 
track, moving speed etc. The model results show 1) intense, 
slow-northward-moving typhoon toward the RA-contaminated 
region most greatly influenced RA westward-dispersion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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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shore coastal Jet favorable for transporting RA-contaminated 
water to the west, especially in an earlier barotropic stage before 
the passage of a typhoon, 2) the southern Japanese coastal water 
was seriously contaminated by the RA-westward dispersion from 
the Fukushima, 3) the RA-contaminated water did not nearly 
exert the Korean Waters in the case of the passage of one 
typhoon, but the other case study under a typhoon-like-periodic 
forcing suggests that the Korean Waters including the 
northeastern East Sea could be contaminated with the passage of 
typhoons in the earlier barotopic stage. 



The effects of geothermal heating on the East Sea 

circulation

박 규, 박재훈, 이호진, 민홍식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The magnitude of geothermal heating in the East Sea is about 100 mW/m2, twice that 

of the open ocean average. On the other hand, bottom stratification in the East Sea is 

much smaller than that typical of the open ocean. Thus geothermal heating could have 

more prominent effects in the East Sea and we investigated this using numerical 

modeling. With less than 100 mW/m2 bottom heat flux we were able to reproduce 

bottom mixed layers that are thicker than ∼1000 m, as in the observations. Previously 

no numerical model has been successful in reproducing the bottom mixed layers. 

Geothermal heating intensifies the bottom flows but the simulated flows are not as 

strong as the observed ones suggesting we are still missing important factors. Over the 

northern part of the East Sea, reduction in deep stratification strengthens deep water 

mass formation, intensifying cyclonic circulations located over this area, so the effects of 

the heating extend to the surface. As the cyclonic circulation becomes stronger the 

water at the center of the gyre is trapped and more exposed to cold air, so it becomes 

cooler, and colder deep water is produced. When the geothermal heating is strong 

enough the surface cooling effect dominates the bottom heating and the deep layer 

becomes cooler showing that the effects of geothermal heating are far reaching and 

cannot be assessed using a simple local heat budge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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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혼합층깊이 변동  련 클로로필 농도 변화

소지 1, 장찬주1, 박태욱1, 유신재2

1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해양혼합층은 수온, 염분 등의 물리량이 연직으로 거의 일정한 층으로 해양과 기 사이에서 

열과 운동량의 교환뿐만 아니라 랑크톤 번성과 련된 생물학  과정에도 향을 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혼합층깊이의 변동과 클로로필 농도 사이의 연 성을 살펴보기 하여 2004

년부터 2011년까지 해양모형에서 계산한 월별 동해 혼합층깊이와 월별 SeaWiFS 클로로필-a 

농도 자료를 비교하 다. 2008년 4월 동해 울릉분지 해역에서 클로로필-a 농도가 평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같은 해 2월 혼합층도 깊게 나타났다. 2월의 깊은 혼합층은 평년에 비해 큰  

표층냉각과 련이 있다. 한 바람도 상 으로 강하 는데,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기압 강화와 련이 있다. 이러한 련성으로 미루어보아, 2008년 동해 울릉분지 해역에서 

측된 높은 클로로필-a 농도는, 겨울철 강한 바람과  강한 표층냉각이 해양혼합층을 깊게 하

고 따라서 층 양염이 표층 혼합층으로 더 많이 공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해 극 선 북쪽 연안 해역에서는 이러한 상 계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는 클로로필-a 농

도 변동이 혼합층 변동이외 다른 요소(해류, 일사량 등)의 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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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에서의 클로로필의 장기 변동성

김 석
1,2

, 박 제
1

, 문일주
2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해양기상학 동과정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환경이 바 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 한 

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양자강 방출량 등의 인 인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북서태평양의 생체량 지수인 성 클

로로필의 장기 변동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NOAA CPC로부터 얻은 NINO 3.4 지수, GES DISC로부터 얻은 

SeaWiFS 클로로필 자료와 장강수문망 홈페이지로부터 양자강 방출량이다. 해수면 온도 자료

는 AVHRR을 이용하 으며 풍속 자료는 CCMP 자료를 사용하 다. 각 환경변수들과 클로로

필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지연상 계를 조사하 으며 지역별로 시계열 자료도 분석

하 다.

클로로필 농도는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와 직  연 된 도 서태평양지역에서

는 NINO 3.4 지수와 강한 양의 상 을 보 다. 양자강 어귀에서는 양자강 방출량과 강한 양의 

상 을 보 으며 제주도 남부 지역에서는 2개월 지연된 양자강 방출량과 양의 상 계를 보

다. 한 도 지역과 북  20도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와는 음의상 을 보 으며 풍속과는 

양의 상 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지역에 따라 해양생체량의 변동성을 결정하

는 요인이 다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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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황해남부를 서진하는 횡단류의 존재

              

이흥재, 조철호, 이석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북풍이 강한 겨울에는 제주난류수가 황해남부역으로  모양으로 확장하고 주변냉수와 하게 

되어 강한 열•염 선 (tongue-shaped thermohaline front)이 형성 된다 (Lie et al., 2009). 북측 

선역은 통상 북  34도에 평행하게 발달하고, 남서측 선역은 양자강퇴 (Changjiang Banks) 외측

에 치한 50m 등수심선을 따라 발달한다. 2003년 2월 정  CTD 측은 황해 남동연안에서 형성

된 온• 염수가 북측 선 에 유입하여 폭 20-40km로 선을 따라 서진하는 분포형태를 보인

다. 선  동쪽에 치한 가거도 남측에서 90일 이상 남서류의 지속 인 존재는 연안수가 계속 공

됨을 보이고, 북측 선 에 투하한 성추 부이도 2-3월에 걸쳐 동경 122.8
o
–125.4

o 
역을 평

균 3.0–7.0 cm/s로 서진하 다. 이 횡단류는 수일간 일시 으로 발생한 해류가 아니라 겨울철 지

속하는 평균해류로 그 존재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라고 단한다. 따라서, 이 횡단류는 겨울철 황해

해수순환을 구성하는 기본 해류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Trajectories of satellite-tracked floats on temperature distribution at 15-m depth (left) and 

geostrophic flow in February 2003 (right). The figures demonstrate formation of a westward 

transverse current along the northern front at the Yellow Sea entrance.  

  

 Lie, Cho, and Lee (2009). Tongue-shaped frontal structure and warm water intrusion in the southern Yellow Sea 

in winter. JGR, 114, C01003. Doi: 10.1029/2007JC00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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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the Yellow Sea 

Cold Water Mass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2009 to 2011

 Kyung-Hee Oh, Seok Lee, Kyu-Min Song, Kyeong-Ok Kim, Cheol-Ho Cho, and 

Heung-Jae Li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nsan, Gyunggi -do, Korea, 426-744

 

We analyzed hydrographic data obtained during 2009-2011 to understand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of the Yellow Sea Cold Water Mass (YSCWM)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In April 2011, warm and saline water (T>10℃, S>34 psu) occupied the deepest water 

depths in the southeastern area of the Yellow Sea. This distinct warm and saline event 

was induced by strong northerly wind of the previous winter which triggered the intrusion 

of warm, saline water of Kuroshio origin from the East China Sea to the Yellow Sea. In 

August 2011, relatively warm and saline water was also detected in the lower layer near 

the central area of the Yellow Sea. The saline event of August 2011 cannot be explained 

by the typhoon but only by the intrusion of saline waters during the previous winter. We 

conclude that the properties of the YSCWM are mainly determined during the previous 

winter and then modified by the intrusion of warm and saline water in spring. 

1.  I ntroduc tion

The Yellow Sea (YS), a semi-enclosed marginal sea in the northwestern Pacific, is 

bounded by the Korean Peninsula to the east and China to the west and opens to the 

Bohai Sea to the north and the East China Sea (ECS) to the south (Fig. 1). The 

characteristics of seawater in the shallow YS are sensitive to changes in the seasonal 

monsoon. In winter, the strong northerly wind and the net heat loss from sea surface to 

atmosphere cause vigorous vertical mixing, and the water column becomes almost 

vertically uniform. The surface water in the offshore area becomes hotter and fresher than 

the water below it during spring and summer due to surface heating and freshwater input, 

while the water below the seasonal thermocline maintains the properties of the previous 

winter (Park et al., 2011). The lower layer water in summer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YSBCW) because of its low temperature (Hur et al., 1999; 

Lie, 1984; Nakao, 1977; Uda, 1934). In this distinct seasonal cycle, the Yellow Sea Cold 

Water Mass (YSCWM), including the YSBCW, is the most dominant water mass in the 

YS and is present throughout the whole year. 

We use the relatively broad definition of the YSCWM being water colder than 10℃ 

and with salinity values in the range of 32.0-33.0psu, following Lie (1984). The YS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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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n important effect on marine ecosystems (Hur et al.,1999; Lie et al., 2001). Therefore, 

understand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YSCWM is the key to understanding variations in 

the YS marine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the YSCWM mainly using hydrographic observation data collected in the southeastern 

YS during 2009-2011.

2.  Data

Five hydrographic surveys were conducted in the southeastern YS by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using the R/V Eardo (Fig. 1) in April and 

August during 2009-2011. We also analyzed CTD data from the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 collected from 1990-2010 in the southeastern YS. Two types of wind data 

are used here: 1) monthly averaged satellite wind data from the NCEP/DOE Reanalysis 

(Reanalysis-2) represented by diamonds in Fig. 1a, and 2) in situ wind data from a KORDI 

buoy (Station KB in Fig. 1a)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YS. 

Fig. 1. (a) Study area with positions 

of NCEP wind observations 

(diamonds) and an ocean data buoy 

(circle) and (b) CTD stations for the 

five surveys by KORDI during 

2009-2011. Hydrographic data for 

1990-2010 at station 311-10 (triangle) 

were obtained from the KODC. Depth 

contours are shown in meters.

3 .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water properties 

In April 2011, the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re quite different to those 

in 2010 as seen in Fig. 2. At 50m depth, warmer and more saline water (over 10℃ and 

34psu) is present along the 75m isobath in the central trough of the YS. This water at 

50m depth has higher temperature and salinity than the surface layer and expands to north 

of 35°N. The temperature at 50m depth in 2011 is colder by about 0.5-1℃ than that in 

2010 in the area north of 35°N, but is higher by about 0.5-2℃ in the area south of 35°N. 

Similarly, the salinity in 2011 is lower by about 0.2psu than that in 2010 in the area north 

of 35°N, but is higher by about 0.4-1.4psu in the area south of 35°N. This distribution 

pattern of warm and saline waters in 2011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general features of 

spring. 

The water in the 50m layer in August 2011 is colder and fresher than the water in 

surface layer, but is warmer (> 10℃) and more saline (>33.6psu) than the water at a 50m 

water depth in August 2010. Compared with the observations made in 2010, the 2011 

temperature is about 3℃ lower in the central trough of the YS, and the maximum 



difference of temperature is about 7℃ in the coastal area. The cold water (<10℃) only 

exists in the central trough of the YS and it is limited to the area west of 125°E. The 

distribution pattern of salinity in August 2011 also differs from that in August 2010. 

Moreover, waters with high salinity (33.6psu) are present in the central part of the YS, in 

comparison with the value of 32.8psu recorded in August 2010. The maximum salinity 

difference is about 1.2psu in the central trough of the YS. Such high salinity (> 33.6psu) 

cannot be attributed to the influence of the typhoon because the salinity in the lower layer 

would decrease due to the typhoon-induced vertical mixing. Therefore, we can expect that 

the water with higher than usual salinity had intruded into the YSCWM region during the 

previous winter or spring. 

Fig. 2. Horizont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at 50 m 

depth layer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in April (upper) and August 

(lower) 2011. Dots denote CTD stations.

4 .  I ntrusion of the saline water 

Although the observations examined here were made in April and August during 

only three years,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re was a high saline event in 2011. 

Figure 3 shows the temporal variation in temperature and salinity anomalies at 50m depth 

at station 311-10 (see Fig. 1b for the station location). In April (red line in Fig. 3), there 

are two saline events (salinity over 33.8psu) in 1992 and 2006 during the 20 year period. 

The saline trend in 1992-2006 continues in June and August (green and purple lines in 

Fig. 3,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saline water can occasionally intrude into the 

YS interior during spring season.  

We also compared in situ wind data obtained at station KB (Fig. 1a) in the central 

part of the YS. Figure 4 shows the time series of the daily mean north-south component 

of the wind data during three winter seasons: December 2008 to April 2009 (2009 winter), 

December 2009 to April 2010 (2010 winter), and December 2010 to April 2011 (2011 winter). 

Positive value denotes the northerly wind. In 2011 winter, the mean and maximum wind 

speed of the north-south wind component are, respectively, 2.9 cm/s and 11.2 cm/s and are 



much stronger than in the previous two winter seasons. Days of northerly wind far 

outnumber days of southerly wind. The stronger northerly wind, which dominates in winter 

of 2011, strengthens the northward intrusion of the warm and saline water into the YS 

from the ECS, which can explain the saline event in April 2011. 

Fig. 3. Bimonthly time seri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nomalies 

at station 311-10 from 1990-2010. 

Fig. 4. Daily mean of the north–

south (V) component of wind at 

station KB in Figure 1a during the 

three winter seasons: December 

2008 to April 2009 (upper), 

December 2009 to April 2010 

(middle), and December 2010 to 

April 2011 (lower).

5 .  Disc ussion and Conc lusions

We investigated the spatiotemporal variability in the YSCWM in the southeastern YS 

using hydrographic observation data collected during 2009-2011 (a subset of the 

hydrographic data collected by the KODC during 1990-2010) and available wind data. A 

distinct warm and saline event occurred in the YSCWM in the southern part of the YS in 

April 2011 due to the intrusion of warm and saline water from the ECS. This warm and 

saline event was also detected in the lower layer of our study area in August 2011. 

The warm event in the bottom layer is related to the vertical mixing by a typhoon 

that passed over the study area several days before the observations. The saline event in 

the bottom layer, however, cannot be explained by typhoon-induced vertical mixing. It can 

only be explained by the influx of saline waters. 

Earlier studies have explained that the YSCWM in summer season is determined by 

the weather conditions of the previous winter season (Guan, 1963; He et al., 1959; Jang et 

al., 2011). The YSWC is the only source of salt for the YSCWM from the ECS. Therefore, 

we can expect that the saline event in the bottom layer in August 2011 was induced by 

the saline water intrusion from the ECS during the previous winter and spring. The strong 

northerly wind, that dominates the YS in winter, is considered to be a main driving force 



of the warm and saline water intrusion into the YS. 

The details of the spatiotemporal dynamics of the YSCWM are still unclear because 

of limitations of our observations, which covered only a three-year period (2009–2011) in 

the southeastern area of the YSCWM, and cruises were conducted only in April and 

August. In spite of the limitations, we can conclude that the salinity and temperature of 

the YSCWM are closely related to the atmospheric variability at the sea surface. An 

investigation of the interannual variations in the YSCWM using numerical models would be 

an important future study for understanding the marine environmental response by 

long-term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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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해역 아틀라스(Oceanographic Atlas of 

the East Asian Seas, OAEAS) 제작

이 수, 김진아, 이원철, 한인성, 황재동, 서 상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아틀라스는 수온, 염분과 같은 해양의 특성에 한 시·공간 인 평균분포를 보

여 다. 기존에 발간된 아틀라스는 한반도 남쪽해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해상도가 

낮은 세계 해양아틀라스의 일부로서 제공되었다. 이러한 실을 인식하여 한국해

양자료센터(KODC)는 세계해양자료센터를 운 하고 있는 미국 NOAA의 국가해양

자료센터(NODC)와의 공동 로젝트를 통해 동·서·남해  역과 발해  동 국

해를 포함하는 넓은 역에 한 수온·염분 고해상도 아틀라스를 제작하 다. 아틀

라스 제작에는 NODC에서 수집하여 리하고 있는 50만개 이상의 World Ocean 

Database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 측자료를 사용하 다. 범 체크, 구배체

크, 통계체크 등 여러 단계의 품질 리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단되는 자료

를 객 분석을 통해 격자화하 다. 월평균(1~12월), 계 평균( , 여름, 가을, 겨울), 

연평균 기후값의 형태로 제작된 아틀라스의 수평해상도는 1°, 0.25°, 0.1°의 세 종류

이고, 연직해상도는 표층부터 5500m까지 102개층(0~100m는 5m 간격, 100~500m는 

25m 간격, 500~2,000m는 50m 간격, 2000~5500m는 100m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된 자료는 NODC와 KODC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림과 데이터의 형태로 배포된

다. 고해상도 한반도 주변해역 아틀라스는 기후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됨과 더불어 

해양 측모델의 기자료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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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심의 수층별 유속자료를 이용한 비구조격자 

해양수치모델(FVCOM)의 최 내삽법(OI) 자료동화 용 연구

성명 : 구본호1, 우승범1, 김상일2

소속  : 1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2College of Oceanic and Atmospheric Sciences, 

Oregon State Univerisy

해양학  념으로 바라보는 자료동화란 해양 보를 하기 해 필요한 기장을 만드는 기법

이다. 자료동화 기법 에 하나인 Optimal Interpolation(OI)란 측치와 모델치의 오차 공분산

이 최소자승법을 통해 최소가 될 때를 산정하여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표

는 이어도와 주변 남해안 측 부이에서 측된 수층별 유속자료를 비구조격자 해양수치모델

인 Finite Volume Coastal Ocean Model (FVCOM)과 OI으로 용하여 향후 해양자료동화 연

구을 통한 해양 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해양 측자료의 실용성과 해양수치모델의 정확성을 보고자 이어도를 심으로 비구조격자 

해양수치모델(Unstructured grid ocean numerical model)인 FVCOM를 용하고 이어도 정

과 주변 남해의 3정 에서 측된 수층별 유속자료를 자료동화하 다. FVCOM은 유한차분모

델의 이산법과 유한요소모델의 기하학  장 을 활용한 유한체 법을 기반으로 한 해양수치모

델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주변 해역의 조석 모델을 구축하 다. 복잡하고 불규칙한 지형  특

성을 가진 한국 주 연안일 를 비구조격자로 보완하 고 수심자료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

받은 한국 주변해역 30  격자수심(KorBathy30s)를 사용하 으며 경계조건은 NAO99를 이용

하 다. 조석 모델의 검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 검조소의 측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구성된 이어도 심의 비구조격자 해양수치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OI에 여되는 요한 

parameter인 Scaling factor와Correlation length을 조 하여 각각의 측지 에서의 최 의 조

건을 찾았다. 이를 통해 연안에서 외해로 진입할수록 요구되는 Scaling factor와 Correlation 

length는 진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각의 측지 에서의 최 의 

parameter를 바탕으로 자료동화 모델을 재구성하여 개선된 결과를 재 했다. 자료동화에 사용

된 측자료는 이어도와 주변 남해안의 총 4개의 ADCP와 RDCP 수층별 유속자료이며 측간

격은 6분 혹은10분간격이다. 측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이며 최소 33일 최  45일까지

의 연속 측자료를 사용했다. 유속자료를 사 에 구성된 해양수치모델에 용하기 해서는 먼

 측정 별로 측기간과 측시간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 별 유속자료를 조화분해

하 다. 추출된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해양수치모델 계산시 과 같은 시계열자료로 재생성하고 

이를 해양수치모델내의 자료동화 입력자료로 변환한다음 모델동기화를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이어도와 한국 주변 연안일  지형 특성을 고려한 비구조격자 해양수치모

델을 용하고 기존 수층 유속 측자료와의 자료동화(OI) 연계를 통한 해양과학 분야의 자료

동화 실용성과 해양수치모델의 정확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 보시스템 구축과 해

양 측 지  선정을 한 연구기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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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사퇴 주변 해역에서의 조류의 수렴/발산 특성

김태림
1

, 박종집
2

1
군산 학교 해양건설공학과

2
지오시스템리서치

본 문 : 조류가 강한 서해안에서는 연안 사퇴와 같은 해 지형과 조류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

하여 수렴/발산 상이 강하게 발생하며 그 향이 표층에 나타나 성 상에 포착되

기도 한다. 경기만의 장안사퇴 주변 해역을 측한 SAR 상에서는 사퇴 지형의 장축

을 심으로 양쪽 해역에서 조석 상태에 따라 밝은 부분이 교 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류의 수렴/ 발산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거칠기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이다 

후방 산란의 차이가 SAR 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기 하여 

ROMS 수치 모델을 수행하여 SAR 상 측이 이루어진 시기에 하여 수렴/발산 해

역을 계산한 후 동일 해역의 SAR 상과의 시공간 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수렴 발산 해역의 해양학  요성을 조사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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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water quality of Saemangeum tidal lake 

using ROMS-ICM

Hak-Soo Lim1, Chang S. Kim1, Kwang-Soon Park2, Jae-Sam Yang3 and Insik Chun4

1Marine Environment & Conservation Research, KORDI
2Climate Change & Disaster Research, KORDI

3Department of Oceano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4Civi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Abstract

  We have conducted the three-dimensional water quality model ROMS-ICM for the coastal 

water quality of Saemangeum tidal lake. The model ROMS-ICM consists of hydrodynamic 

model of ROMS and eutrophication model of CE-QUAL-ICM. The ROMS in structured grid 

has been linked with the unstructured CE-QUAL-ICM model by using the  external linkage 

codes which have more flexibility on computational resource and efficiency for the 

coupling of ROMS-ICM. The ROMS-ICM has been tested for the seasonal validation of 

state variables by applying to the Saemangeum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The model 

performance has been calibrated with observed field data of water quality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salinity, chlorophyll, dissolved oxygen, phosphorus, nitrogen. The data have 

been collected at more than 21 points in the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at every month 

in 2009 and 2010. The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show a promising tool for 

understanding of existing condition and for predicting the future condition of the water 

quality in Saemangeum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The major loadings of nutrients from 

river flows, submarine ground waters and controlling points at seawater gates of the tidal 

lake in 2010 allow us to estimate the annual cycle of state variables reproducing the 

process of ground water dispersal and its effect on water quality of Saemangeum tidal 

lake.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 the asset test on predictability of submarine 

ground water impact on the coastal water quality in Saemangeum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using analysed material budget data.

1 KORDI / research scientist / hsl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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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담수유입에 따른 천수만 염분장 변동과 성층 형성

정 , 노 재, 김백진

충남 학교 해양학과

  천수만은 한반도 서해 부 연안에 치한 반폐쇄성 내만으로, 하계 간월 방조제와 부남 방

조제를 통한 담수 유입의 향을 받는다. 간월/부남방조제에서는 조 시간 를 심으로 1회 

방류시 각각 약 400, 200 cms로 3～4시간 연속 방류를 했다. 하계 천수만으로 유입되는 담수가 

염분장 변동  성층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ECOM3D를 사용한 담수유입 수

치모델링 실험을 수행했으며, 방류량은 2010년도 간월/부남방조제의 실 방류자료를 이용했다. 

검증을 한 스킬분석 결과 조 , 유속장, 염분장과 수온장이 90% 이상의 재 율을 보 다. 실

험 결과 염분장은 천수만 북부에서 표층 염분이 2～15 psu 가량 감했고, 방류 후 약 3～5일 

후 층 염분은 1～3 psu 정도 감소했다. 3～4시간 방류 이후 남하하던 담수는 낙조에서 창조

로 해수 유동이 바 게 되면서 창조류에 의해 북향했으며, 희석된 해수는 조석 주기에 따라 남

-북 방향으로 왕복하면서 확산되었다. 상하층간 염분 농도차는 천수만 북부에서 10～15 psu, 

만 입구에서는 2 psu 이하로 천수만 북부의 상하층간 염분 농도 차이가 가장 컸다. 성층의 정

도를 알아보기 해 Ri 수를 계산한 결과, 담수의 향을 직  받는 천수만 북부에서 5～20 이

상의 강한 성층 지수를 보 다. 천수만 북부는 여름철 담수 유입과 성층 형성에 쉽게 노출되는 

해역으로, 상하층간 해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빈산소 수괴 형성 등)에 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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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의 낙동강 하구역 울타리섬 면의 

해 지형변동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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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훈
**

, 김부근
*

, 김백운
***

, 이상룡
*

* 부산 학교 해양학과

** 한국해양연구원

 *** 군산 학교 새만 환경연구센터

 2006년∼2012년의 수심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낙동강 하구역 울타리섬 면의 해 지형변동을 

분석하 다. 수심측량은 평균 으로 울타리섬 면 약 3∼4 m이내의 수심 해역에서 실시되었

다. 진우도부터 도요등까지 범  내에서 총 20개의 주정선에서 정기 으로 측이 실시되었으

며 추가 으로 수로와 보조정선에서도 실시되었다. 진우도, 신자도 정선의 경우 동·하계를 

포함한 최소 연 2회(2009년 제외), 도요등 정선의 경우 연 1회 측을 실시하 다. 측된 수심

자료는 가덕도 기 면을 기 으로 산출되었다.  일차 으로 지형 변동률을 정량 으로 산정하

기 하여 USGS에서 제공하는 GIS를 기반으로 한 수치해안선 분석 시스템(Digital Shoreline 

Analysis System version 4.2)을 이용하 다. 수심의 변동률을 산정하는 5가지의 요소, SCE 

(Shorline Change Envelope), NSM(Net Shoreline Movement), EPR(End Point Rate), 

LRR(Linear Regression Rate), LMS(Least Median of Squares)의 상호비교 등을 통해 등수심

선의 변동률과 각 정선별 수심변동률을 산정하여 울타리섬 면의 해 지형 변동의 시·공간

인 특성을 분석하 다. 한 동·하계로 자료를 분류하여 변화율을 산정하고 계 인 해 지형 

변동 특성을 분석하 다. 해 지형의 변화율에 한 결과는 발표에서 자세히 보고될 것이다. 

이러한 해 지형의 시·공간  변화는 향후 연안개발에 매우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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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역 하천수 유입 순환 수치모델링 실험

김백진1, 노 재, 정 , 박 순2

1충남 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양만 권역은 서쪽의 양만과 동쪽의 진주만으로 분리되고, 노량수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

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여수반도와 남해도 사이의 여수해만을 통하여 외해에 넓게 열려 있다. 

국내의 하구역  건설이 되지 않은 거의 자연상태의 섬진강 하구역은 하천수의 유입과 조석

에 따라 순환 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ECOM3D를 사용하여 양만 권역의 조석  담수 유입에 의한 도류 재  

수치모델링실험을 수행하 다. 개방 경계조건으로 조 와 지각에 해 4  분조(M2, S2, K1과 

O1)를 동쪽, 남쪽 경계에 부과하 다. 도류 재 을 한 담수 유입량 입력 자료는 모델 북쪽 

경계에서 120 cms의 가상 담수 유입량을 부과했다. 모델링 실험의 검증 결과 조 와 조류 타

원 모두 스킬 수 0.9 이상의 높은 재 율을 보 다. 도류 재  결과, 여수수로에서 30～40 

cm/s의 남향류가, 노량수로에서 진주만으로 30 cm/s 이상의 동향류가 발생했다. 염분장은 

POSCO 동측 해역에서 최  19 psu 감소, 노량수로는 최  16 psu의 염분이 감소했으며, 특히 

여수반도 동측 해역의 염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양만 권역으로 유입되는 섬진강 담수  

여수수로와 노량수로로 빠져나가는 담수는 약 6:4의 비를 가지며, 부분 남쪽 개방경계를 통

해 외해로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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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와 원격탐사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역 

울타리섬들의 해안선 변화율 연구

Rate of Shoreline Changes for Barrier Islands in Nakdong 

Estuary 

Using GIS and Remote Sensing

정상훈*, 김부근**, 김백운***, 이상룡**

*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 부산 학교 해양시스템과학과, 

***군산 학교 새만 환경연구센터

 하구의 면에 나타나는 울타리섬은 조석  랑작용에 의해 주로 향을 받는 퇴 지형을 

말하며 물리 , 생태  가치와 함께 요성이 두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역은 국내의 표

인 삼각주 지형으로 삼각주 면에 진우도, 신자도, 도요등을 포함한 울타리섬과 배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역은 인간활동에 의해 해안지형  퇴 물 공 과정의 변화를 겪어

왔고 그 결과로 울타리섬의 지형변동에도 향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발생가

능한 울타리섬의 이동방향을 측하기 한 장기간의 연안지형 조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는 원격탐사를 이용한 울타리섬의 해안선 변화율을 산정하고 장기간의 이동경향을 제시하 다. 

1975년부터 2001년까지 총 6회 촬 된 항공사진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촬 된 SPOT-5 

성 상 6매를 사용하여 울타리섬의 해안선을 추출한 후 GIS를 이용한 수치 해안선 분석 시스

템을 사용하여 SCE, NSM, EPR, LRR, LMS와 같은 5종류의 해안선 변화율을 산정하 다. 진

우도의 서측 꼬리는 차 확장되고 있고 서측은 후진, 남측은 진, 동측은 후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2000년 에 들어 변화율이 차 커지고 있으며 섬의 동측은 진 이다. 해안선 변화율

은 -2.5~6.7m/yr의 범 로 나타난다. 신자도의 경우 서측은 외해방향으로 진하고 동측은 육

지방향으로 후퇴하는 반시계방향의 이동성이 나타난다. 울타리섬이 재와 비슷한 형태로 완성

된 이후로 서측은 안정되어가고 있으나 동측은 빠르게 육지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체

인 해안선 변화율의 범 는 -16.0~12.0m/yr 정도이다. 도요등은 과거 백합등으로부터 재의 

도요등으로 완성되기까지 31.5m/yr 로 남진하 다. 도요등이 재와 같은 형태를 보인 이후로 

남측은 -18.2m/yr로 후퇴하고 있으며 섬의 동,서측은 13.5~14.3m/yr 의 속도로 차 확 되고 

있다. 진우도 동측의 경우 후퇴하다가 다시 진하며 신자도 서측은 진속도가 차 어드는 

등 해안선 변화율의 경향은 시간 , 공간 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인 해안

선 변화 모니터링을 해 촬 시간, 조 , 기상 등 세 한 측계획에 따른 자료 수집이 요구

되며 향후 해안선 변화율의 시공간  변동성이 연안개발과 연 되어 있는지 보다 상세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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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타입 엘니뇨와 열  해양 생태 반응

               
국종성

1
, 이기웅

2
, 박종연

1
, 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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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해양연구원

2
한양 학교

최근 들어, 열  태평양에 두 가지 타입의 엘니뇨 (WP 엘니뇨, CT 엘니뇨)가 존재함이 보고

되고 있다. 두 가지 타입의 엘니뇨는 단순한 패턴의 차이뿐만 아니라, 역학과정   지구 

향에서도 뚜렷하게 다름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타입 엘니뇨와 련된 열  해양 생

태 반응  생태피드백에 해서 연구하 다. 열  해양 상태와의 련성을 연구하기 하여, 

해양 생지화학 과정이 합된 해양 순환 모형이 사용되었다. 최근 60년 측 바람장 자료를 

처방하여, 두 개의 앙상블 실험이 수행되었다. 모형은 해양 물리량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의 기

본 특성을 측과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주로 나타나는 WP 엘니뇨 시기에는 해양 클로로필의 감소

가 태평양에서 주로나타나는데 반하여,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CT 엘니뇨 경우에

는 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범 하게 해양클로로필 감소가 나타났다. 공간 패턴의 차이 뿐

만 아니라, CT 엘니뇨의 쇠퇴기 시기에는 태평양의 감소된 해양클로로필의 회복 속도가 매

우 빠르게 진행되어, 정기 후 1년후에는 클로로필이 평년값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진행 속도의 차이는 빠른 도태평양의 질량 발산과 이로 인한 동서방향 이류 효과

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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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Surface Heat Flux from Global 
Reanalysis Products in Marginal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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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ation of accurate quantitative description of mean and variability of ocean surface 

turbulent heat fluxes is pivotal for understanding and modeling air-sea interactions. Oceanic 

reanalyses have been very useful in evaluating models, but the quality of these products 

has often been questioned for specific type of applications. Meteorological variables gained 

from KMA and KORDI YSB buoy is used to calculate the latent and sensible heat fluxes 

with Coupled Ocean-Atmosphere Response Experiment (COARE) flux algorithm 3.0 (Fairall 

et al,. 1996) over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The buoy-derived fluxes are compared 

with five atmospheric model reanalyses (NCEP1, NCEP2, CFSR, INTERIM, MERRA) and 

objectively analyzed data (OAflux) for evaluation. There are significant biases over the 

coastal region but relatively small biases in offshore region. NCEP2 significantly 

overestimate turbulent heat fluxes all over the region, otherwise MERRA always has the 

lowest mean values compared to other products, so slightly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at which other products show significant overestimation. However all products simulate 

well day to day variation (correlation is higher than 0.83), but the amplitude of variation 

(in terms of the standard deviation) is better in an order of 

MERRA-OAflux-INTERIM-CFSF-NCEP1-NCEP2. This order of performance is nearly 

same for all stations. In general, this flux bias comes from two sources; one is 

algorithm-caused bias and the other is variable-caused bias. This study analyzed those 

biases by applying the COARE 3.0 flux algorithm to bulk variables (wind, sea surface 

temperature, air temperature, air specific humidity) from the reanalyses products and 

suggests that the accuracy of latent and sensible heat fluxes of those products can be 

improved by using high-quality SST observations in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Fairall, C. W., E. F. Bradley, D. P. Rogers, J. B. Edson, and G. S. Young,, Bulk  parameterization of 
air-seafluxes for Tropical Ocean-Global Atmosphere Coupled-Ocean Atmosphere Response Experiment. J. 
Geophys. Res., 101 pp, 3747–376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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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c 효과를 직  고려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북서태평양에서의 상세 해수면 상승 연구

임채욱, 우승범, 김동훈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지구환경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steric효과를 직  고려하기 하여 Boussinesq근사를 사용하지 않는 

MOM(Modular Ocean Model) version4 지구 해양 순환모형을 지역모형화하여 사용하 다. 

연구에 사용된 기치와 경계치 자료들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서 제공하는 GFDL(Geophysical Fluid Dynamic Laboratory)의 CM2.1 자료를 사용하 고,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A1B와 B1을 선택하 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을 연구지역으로, 해상도를 높여 해안선이 복잡한 황해 등을 자세히 표 하 다. 

SRES A1B의 경우 2100년에는 2000년에 비하여 온도/해수면은 약 2.7℃/28cm 상승하고, 

SRES B1은 약 1.5℃/19cm상승하 다. 두 개의 SRES 모두 쿠로시오 해류의 이안 치의 변동

이 있었으며, 그 수송량은 어드는 경향을 보 다. 황해는 수심이 낮고 물의 양이 어서 

도 변화 (steric효과)로 인한 해수면 변화보다 해류의 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화가 크게 작용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동해는 steric에 의한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해 을 통과하는 마난류의 수송량 변화에 따라서 해수의 양이 변하고 이에 따라서 도변화

에 의한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Steric 효과를 간 으로 계산된 결과보다 직 으

로 고려한 연구 결과가 해수면 상승을 더 높게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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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ENSO on summer salinity variability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박태욱1, 장찬주1, 권민호1, 김철호1, 나한나2, 김 열3

1
한국해양연구원, 

2
미국 로드아일랜드 학교 해양 학원, 

3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This study investigates interannual variability of sea surface salinity (SSS)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YECS) in relation to ENSO using a global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A cyclostationary EOF analysis finds that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SSS in 

the YECS is mainly attributable to a Changjiang river discharge (CRD) variability. The 

CRD variability is linked to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related precipitation over 

east China. When El Niño event occurs in winter, more rainfall is observed over east 

China in a rainy season of the following year. The heavy precipitation leads to a large 

amount of CRD, which results in decreasing SSS in the YECS. This suggests that summer 

SSS variability in the YECS is closely linked to the ENSO via the summer precipitation 

system over ea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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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수면 장주기 변화

임은표12, 승영호1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주)한국해양과학기술 부설연구소

 인공위성 고도계자료를 이용하여 북서태평양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5개 해역(황해, 
남해, 동해, 동중국해, 북서태평양)으로 세분화 하고 해수면 장주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인공위성 고도계자료는 1992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VISO에서 제공하는 

mSLA(Mapping of Sea Level Anomaly)이고, 원인파악을 위해 PDO(Pacific Decadal Oscillation) 
index와 대마난류의 수송량 자료를 분석하여 해수면 장주기 변화와 비교하였다.
 인공위성 고도계자료 분석결과 5개 해역의 해수면 장주기 변화는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

만, 유의할만한 주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해수면 장주기 변화는 PDO index와 음의 관계를 보인다(Gorgon, 2004; 
Han, 2008). 하지만 본 연구결과 2004년 이후 해수면 장주기 변화는 PDO index와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대마난류와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해

역의 해수면 장주기 변화는 대마난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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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between open ocean deep convection and 
Southern Hemisphere westerlies 

in an intermediate complexity climate model
전우근1), 박영규2), 김형록1), 나영남1), 김영규1) 

1)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해양연구원

Changes in the SH westerly winds affect the global ocean’s long-term 
circulation and properties not only by modifying the Ekman transport in the 
region of the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ACC), but also by influencing 
Southern Ocean sea ice, and therefore the buoyancy fluxes that ultimately 
determine the rate of Antarctic Bottom Water (AABW) formatio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sponses of sea ice – ocean interaction to an intensified 
Southern Hemisphere (SH) westerlies in the framework of intermediate 
complexity climate model based on the GFDL flexible modelling system. The 
intensified SH westerlies appeared to generate open ocean polynya periodically 
in the Weddell Sea via the sea ice divergence. Surprisingly the extremely cold 
and saline surface water under the open ocean polynya rapidly sank to 4000m 
depth in a few years and then flowed eastward. On the other hand, the 
enhanced Ekman divergence in the region of the ACC acted to increase the 
water mass ventilated by way of upwelling and thus to enhance the North 
Atlantic Deep Water (NADW) outflow passing through 30°S. The NADW 
formation estimated by the maximum core of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in the northern North Atlantic, however, remained unchanged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studies using ocean-only models. It seems to be due to the 
intermediate complexity climate model that includes the negative temperature 
feedback in the NADW form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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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통합 기후 측 시스템을 한 

기후 측 시뮬 이터 개발  양 측

              

이재학
1

, 강인식
2

, 노의근
3

, 국종성
1

, 김 호
1

1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3연세대 대기과학과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3단계 10년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장주기 기후변화를 

측· 악 할 수 있는  지구 고해상도 기후 측 시뮬 이터 개발과 함께 장기 기후자료를 생산

하고 IPCC 6차 보고서에 독자 인 기후변화 측 결과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기후모델 요소모형들의 결합  실험, 모델 활용을 한 해양  기 경계층의 물리과정( 운

류, 해양상층 수직혼합, 수온약층 수직혼합) 모수화 방안 제시, 열  서태평양 해양 측  활용, 

해양- 기 상호작용  기후변화 련 해양과정 분석, ㆍ장기 (10-50년) 기후 측 수행을 

한 해양자료동화체계 개발, 기후 변화 메커니즘 규명  기후 변동성 원인 분석 등과 련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1단계의 연구 내용  일부를 취합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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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도태평양 수온약층 미세구조 측

              

이재학
1

, 홍창수
1

, 민홍식
1

, 장찬주
1

, 이하웅
1

, 

김
2

, 찬형
1

, 백규남
1

, Kelvin Richards
3

1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 운 리부, 

3
하와이  해양학과

최근 서태평양 도해역의 도잠류(Equatorial Undercurrent)가 통과하는 수온약층 수심 에 소

규모 유속 구조(동쪽방향으로 향하는 O(10 m) 두께를 갖는 흐름)들이 측된 바 있다. 이러한 유

속장 구조는 수온약층 의 해수혼합에 많은 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ENSO 등 해양기

후의 과정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순환모델 는 기후모델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하여 혼합과정

에 한 새로운 모수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모수화 방안 개발을 한 자료 확보

를 한 2011년 6월의 서태평양 도해역 측 결과 유속 미세구조는 난류(turbulence) 강도의 구

조와 상 성이 높으며 시공간(동서방향) 인 크기를 갖고 형성되어 있는 것임이 나타났다. 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난류의 강도와 연직 확산계수 크기는 ENSO에 수반된 수온약층 상부의 성층

강도 변화와 상 이 있음(Kelvin et al., 2012)을 뒷받침하 다. 

Kelvin, R.J., Y. Kashino, A. Natarov, and E. Firing, 2012, Mixing in the western equatorial Pacific and its 

modulation by ENSO, Geophys. Res. Lett. 39,L02604, doi:10.1029/2011GL0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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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Project: A high resolution GCM with Cloud Microphysics 

 

In-Sik Kang, Young-Min Yang, Il-Dae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Cloud microphysics in an essential physical mechanism for precipitation 

process and associated chemical processes. However, representation of the cloud 

microphysics is very crude in current GCMs, mainly because of limitation of spatial 

resolution and crudeness of its physical parameterization. The present talk discusses 

about how the microphysics is being implemented in current GCMs with horizontal 

resolution of order 10 km or more. With such a resolution, the convective mixing, 

particularly in the tropics, is not well represented by the microphysics. The present 

approach is to include both the current cumulus parameterization for the vertical 

mixing and the microphysics for precipitation processes in a GCM. Several attempts 

are carried out for developing such models,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th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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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Tokioka 라미터에 한 열  동태평양

계  변동의 민감도 조사

(GAIA Project: Sensitivities of tropical Pacific

seasonal cycle to Tokioka parameter)

이강진1, 안순일1, 국종성2

1연세 학교 기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해수면 온도의 연주기(annual cycle)는 구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  하나이

다. 도 지역에서 태양 복사의 반년주기(semiannual cycle)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의 연주기가 측된다. 동태평양 지역의 이러한 외  변동은 기-해

양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기인한다.

 가이아(GAIA) 모델 실험에서는 흡입률(entrainment rate)의 임계치로서 류 방아쇠

(convective trigger)의 강도를 조 하는 Tokioka 변수가 사용되었다. 류 기둥(convective 

plume)의 흡입률을 제한하는 Tokioka 변수를 0.005부터 0.045까지 증가시키면 심층 류(deep 

convection)는 일어나기가 보다 어려워진다.

 Tokioka 변수의 증가는 도 태평양 지역의 평균 기후 상태를 변화시키고, 심층 류의 억제

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지역에 차등 인 향을 래한다. 바람장과 용승의 약화로 인해 동태

평양 지역에서는 혼합층이 깊어지고 기에 한 해양 반응의 민감도가 작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운 류 방안(cumulus convection scheme)에 한 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

의 민감도에 을 맞추어 먹임(feeding)과 되먹임(feedback) 과정에서 기후 요소들 간의 역학

 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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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Dependence of tracer injection on the 

horizontal resolution in a numerical model

박 규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Previous studies show that models could differ substantially in high latitude where 

air-sea heat and gas exchange occur actively. As we increase the horizontal resolution 

of the models, the difference becomes smaller since unrealistic convection or convective 

adjustment is weakened. To better understand the effects of horizontal resolution on 

convection and subsequent tracer injection, we conducted a suite of idealized numerical 

modeling experiments in which the horizontal resolution is varied from 2 degrees to 1/4 

degree. As the horizontal resolution increases, the stratification of high latitude area 

becomes higher especially over the north eastern corner. The convection that mainly 

occurs over the north eastern corner is then suppressed so that convection occurs away 

from the wall. Interestingly the amount of tracer injected into the interior is reduced 

substantially while the area of convection stays about the same. In lower resolution 

tracer is transported to the bottom without significant mixing and the tracer 

concentration becomes minimum in the middle depth. In higher resolution the tracer is 

gradually mixed down so that the concentration monotonically decreases with depth. 

These suggest that the strength of overturning and tracer injection is not tightly linked, 

and to simulate tracer better we need to resolve convective mixing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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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GAIA 해양 모형을 이용한 1997/98년 

북서태평양 regime shift 원인 분석
 

1
조 수, 1 상욱, 2김철호

1
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2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북태평양에서 1976/77년 그리고 1988/89년을 경계로 겨울철 표층온도의 regime 

shift 는 장주기 변동성에 한 연구 결과들이 많은 반면 상 으로 1997/98년을 

경계로 발생한 북서태평양 지역의 표층온도 regime shift에 한 분석은 은 편이

다. 이 연구에서는 겨울철 북서태평양과 북 태평양 지역에서 1997/98년을 경계로 

발생한 표층온도의 regime shift  오호츠크와 베링해 부근에서 2001/02년을 경계

로 발생한 regime shift 의 원인 분석을 시도하 다. 북서 태평양 지역의 해류계는 

도 10-15°N 사이에 서향하는 북 도해류(North Equatorial Current, NEC)가 존재

하고, NEC는 태평양 서쪽의 경계부에서 고 도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

(Kuroshio Current, KC)를 형성한다. 이 게 형성된 쿠로시오 해류는 쿠로시오 속

류(Kuroshio Extension, KE)에 향을 주어 북서태평양지역에 직·간 인 향을 

다. 1979-2008년 동안 서태평양 지역의 표층류의 기후학 인 분포에서 북 도 해

류에서 고 도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뚜렷한 흐름을 볼 수 있으며, 쿠로시오 

해류로 분기되는 북 도 해류의 표층 온도변화를 보면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표층

온도변화 경향과 높은 상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북

도 해류의 변동 특성이 북서태평양과 북 태평양 지역에서의 표층온도의 regime 

shift에 향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해양 모형을 

이용한 이상화된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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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GAIA 해양 순환모형에서 두 가지 

연직혼합방안의 상층수온  혼합층 결과 비교
 

이동원, *장찬주, 예상욱, *박태욱, **김동훈, *국종성

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한국해양연구원, ** 연세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GAIA사업에서 개발중인 MOM4기반 해양대순환모형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연직혼합방안을 사용 하였을 때 상층수온 및 혼합층 분포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직혼합방안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KPP(K-Profile Parameterization)와 , 새롭게 개발한 N(Noh & Kim)방안 2가지를 

이용하였다. 실험조건 중 강제력으로는 평년 열속, 풍속장, 담수속이 들어갔고 100

년 적분을 하였다. 분석에는 적분 마지막 후반 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해역

은 태평양에 초점을 두어 적도 태평양을 WP(Warm Pool), CP(Central Pacific), 

CT(Cold Tongue)으로 세 해역으로 나누어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계절별 변화를 중

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도 태평양에서 두 방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

다. 예를 들면CP해역에서 N방안이 KPP방안보다 해면수온을 평균적으로 0.5oC 낮

게 모사한다. 이는 N방안이 혼합층깊이(mixed layer depth, 이하 MLD)를 KPP보

다 깊게 모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일한 해역에서 두 방안의 해면수온, 

MLD, 혼합계수의 차이 또한 모두 잘 나타난다.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두 방안간의 

MLD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커진 MLD 차이만큼 해면수온 또한 N방안이 

KPP방안 보다 더 낮게 모사한다. CT 해역에서도 CP 해역과 마찬가지로 해면수온 

차이와 MLD차이 사이의 관계가 잘 나타난다. 즉 N방안이 KPP방안에 비해 MLD는 

깊게, 해면수온은 낮게 모사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혼합계수 비교에서도 CP해역 

표층에서부터 수심 100m사이까지의 값이 두 방안 모두 가장 크게 나왔으며 여름철

에 가장 큰 혼합을 보인다. 이는 여름철에 MLD가 가장 깊어지는 결과와 일치하며 

큰 혼합인 깊은 MLD를 만드는 것을 잘 설명한다. WP, CP, CT 해역의 표층에서 

N방안의 혼합계수가 KPP보다 항상 큰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혼합계수의 차이는 

KPP방안보다 낮은 N방안의 해면수온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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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Investigation of biological effect to the 

Pacific Decadal Oscillation in the GAI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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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십년 주기 진동(Pacific Decadal Oscillation ; PDO) 상은 월 평균 북태평양 표층 수

온의 편차를 경험  직교 함수를 통해 표 되며, 엘니뇨-남방진동(El Niño-Southern 

Oscillation ; ENSO)과 유사하게  지구  기후에 범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PDO의 계  변동성을 북태평양 수온과 클로로필 농도에 따른 상 성을 

알아보는 모델 실험을 수행하 다. 식물 랑크톤은 해양 상부에서 태양의 단 복사에 지를 

흡수하여 상층 수온을 상승시키고 상 으로 하층 수온은 감소되어 성층을 강화, 혼합층의 두

께를 얇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합층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의 PDO의 변동 특성

에도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식물 랑크톤의 존재 여부에 따른 기간 혼합층 두

께의 변화가 PDO의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으로 분석하 다. 기존 측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PDO는 철부터 표층수온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늦 과 여름 사이

에 최 의 변동성을 보여 다. 즉 혼합층 두께가 철에 깊어졌다가 여름철에 얇아지면서 북서 

태평양 지역의 편서풍 바람응력에 한 해양의 반응의 민감도 차이를 가져와 이 시기 PDO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모델실험에서 이러한 기존 측과의 유사  

 차이 을 식물 랑크톤에 기인한 물리-생물학  상호 향의 에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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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KORDI 기후시스템 모형 개발  품  검증

1장연수, 2김 , 3김동훈, 4이동민, 1국종성* 

1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Columbia University

3연세 학교 기과학과
4

NASA / Goddard Space Flight Center 

최근 3년 동안 GAIA사업을 통해 KORDI 기후 시스템 모형이 개발되어왔다. KORDI 기후

시스템 모형은 해양- 기-해빙 합 모형으로 ,장기 기후변화를 모의하기 해 개발되었다. 

이 모형에서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운 류 모수화 방안과 해양 연직 혼합 모수화 방안 등이 

사용되었다. 여러 가지 물리모수화 방안에 한 민감도 조사 수행 후에, KORDI 기후모형 ver 

1.0을 채택하 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100년 장기 분 수행 후, 모형의 품 가 검증되었다. 모

형의 품 는 측 자료 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모형인 CM2.1의 장기 분과도 비교되었다. 

KORDI 모형은 기후값을 측과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ouble ITCZ 문

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 으로 지 되었다. KORDI 모형은 벤치마크 모형인 CM2.1 에 비해 

엘니뇨 강도  계  잠김 상, 두 타입 엘니뇨 등을 좀더 실 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열  기의 주요 변동 모드인 MJO 모의 능력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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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ENSO sensitivity to cumulus entrainment 

in a coupled GCM

1장연수, 2김 , 3김동훈, 1김 호, 1국종성*

1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Columbia University

3연세 학교 기과학과

A series of 200-year long integrations is performed using GFDL CM2.1, by varying 

the Tokioka parameter, a minimum entrainment rate threshold in the cumulus 

parameterization. Changing the threshold alters both the tropical Pacific mean state and the 

ENSO variability. Increasing the Tokioka parameter causes a basin-wide cooling in the 

tropical Pacific, with the reduction of high cloud. The degree of cooling in the western part 

of the basin is bigger than that in the east. As a result, the east-west asymmetry in the 

tropical Pacific SST decreases with increasing the Tokioka parameter. Accompanied with 

the reduced east-west SST asymmetry are the increase of mean precipitation over the 

eastern Pacific and the eastward shift of the atmospheric responses to the ENSO-related 

SST forcing. The eastward shifted wind stress anomaly associated with ENSO leads to the 

stronger ENSO variability. In this way, the magnitude of ENSO simulated in this model 

increases with the Tokioka parameter. Implication of our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opical Pacific mean state and ENSO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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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남 국해의 장기간(1950-2008) 표층수온의 

변화 특성 연구

최아라¹, 박 규²

¹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해양환경시스템과학부 

²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남 국해는 계 풍의 향에 의해 겨울철에는 북동풍이 우세하고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우세한 

해역으로 계 에 따라 표층 순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남 국해의 특성변화

를 겨울철(12-1-2월)과 여름철(6-7-8월)로 나 어 연구하 다. HadISST (Hadley Centre Sea 

Ice and Sea Surface Temperature)와 SODA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version 2.2.4,  

NOAA-CIRES 20th Century Reanalysis V2 (20CR) 자료를 이용하여 1950년부터 2008년까지 

남 국해의 표층 수온, 바람, 해류의 변화를 분석하 다.  EOF 분석과 Linear Trend 분석은  

겨울철과 여름철 모두 남 국해  해역에서 표층수온이 증가함을 보여 주는데 증가폭은 겨울

에 더 크게 나타났다. 시간 으로는 1980년 에 다른 시기보다 수온 증가폭이 컸다. 공간 으

로는 겨울철에 남 국해의 북동쪽에서, 여름철에는 남동쪽에서 수온이 더 많이 증가하여 수온

증가폭이 시간 공간에 하여 일정하지 않았다.

Fig. 1. Time series of SST averaged over the South China Sea 
(105E-120E, 5N-20N), winter mean (top), summer mean (bottom). 
9-year moving average time series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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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Project: Interactions between ocean biology and 

climate system in an OGCM

1박종연, 2국종성, 3박 규

1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Interactions between marine ecosystem and the tropical climate variability, such as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 and Indian Ocean Dipole (IOD), is investigated by 

performing coupled ocean/biogeochemical model experiments forced by realistic surface 

winds from 1951 to 2010. The ocean model used in this study is the MOM4, which is 

coupled to a biogeochemical model, called TOPAZ (Tracers in the Ocean with Allometric 

Zooplankton). In general, MOM4-TOPAZ can simulate the observed main features of 

phytoplankton variability associated with the tropical variability reasonably well.

     By comparing the actively coupled MOM4-TOPAZ experiment with the ocean model 

experiments with prescribed chlorophyll concentrations, potential impacts of phytoplankton 

on tropical climate system are evaluated. We found that the presence of chlorophyll ca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SO and IOD, including their 

amplitude and skewness, as well as on the mean state. Those are Chlorophyll generally 

increases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SST) due to the direct biological heating in the 

regions where the mean mixed layer depth is shallow. However, SST in the eastern Pacific 

decreases due to the stronger indirect dynamical response to the bio-optical feedback 

outweighing the direct thermal response. It is also found that the presence of chlorophyll 

affects the magnitude of ENSO and IOD by two different processes. One is the amplifying 

effect by the mean chlorophyll, which is associated with shoaling of mean thermocline 

depth. The other is the damping effect derived by the interactively varying chlorophyll 

coupled with the physical model. There is also a biological impact on the skewness of two 

tropical climate systems, representing the enhanced positive skewness. This skewness 

change is primarily caused from the asymmetric oceanic response to a given biological 

thermal impac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mean state during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phase of the ENSO and IOD.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GAIA 과제 : Applying the Ensemble Kalman 

Filter to Regional Ocean Circulation Model & 

Climate Model

1
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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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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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일, 

3
Gary Brassington

1 한국해양연구원

2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We successfully apply the ensemble Kalman filter (EnKF) data assimilation 

scheme to the Regional Ocean Model. The Regional Ocean Model is composed 

of 16 ensembles and thousands of observation data are assimilated at every 

assimilation step into its parallel version, which significantly reduces the 

required memory and computational time. To resolve rank deficiency problem 

and to prevent the collapse of ensembles, we have employed localization of the 

background error covariance, and inflation of the background error covariance 

and random perturbation of observations.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the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nd in-situ temperature profiles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rgo floats have been assimila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reanalyzed products have been compared with the observed 

hydrographic datasets in the Ulleung Basin of the East Sea.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sensitivity to the inflation factor of the 

background error covariance, also compared the results from the stochastic and 

deterministic EnKF, and the Optimal Interpolation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scheme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EnKF to the Regional Ocean 

Model, the EnKF system for the Cliamte Model has been developed. Its 

preliminary results will be shown.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GAIA 과제 : 고해상도  지구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형 개발

              
김동훈, 노의근, 이지혜

연세 학교 기과학과

   해양의 규모 에디(mesoscale oceanic eddies)는 경압성 로스비 변형반경(the baroclinic 

Rossby radius of deformation)의 크기로부터 크게는 수 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난류 소용돌

이 는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상은 쿠로시오 해류와 같은 해양의 주요 해류 연구에 요

한 물리 상인데 해양순환모형에서는 그 격자의 해상도에 따라서 이를 재 할 수 있느냐로 

모형의 능력을 구별한다. 다시 말해서, 해양순환모형이 규모 에디를 재 할 수 있는 해상도

에 따라서 에디재 (eddy resolving)모형과 에디허용(eddy permitting)모형으로 나뉘어 진다. 

를 들어, 표 인 규모 에디인 1차 경압 로스비 변형반경(1
st

 baroclinic Rossby radius)

의 도에 따른 크기를  도 에서 부분 재 하기 해서는 최소 1/10도 보다 고해상도

의 모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 한계로 지구 모형을 이러한 

해상도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 인 북  30°~40°에서는 로스비 변형반경이 약 30km정도의 크기를 가지

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구모형을 1/4° 격자간격의 해상도 모형으로 개발하고,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하여 해양 수심  해안선의 실화와 상세 해양 순환 정보를 얻기 하여 

1/12° 격자 간격의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모형으로 개발하 다.

   지구 해양순환모형의 격자 구성은 보통 경도 0°를 기 으로 그 시작 을 구성하 으나, 

서양의 요성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그 시작 을 80°E로 이동하여 구성하는 추세이다. 그

러나 이 격자 구성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이 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시작 에 육지보다 해

양이 많은 단 이 있다고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육지가 가장 많은 아 리카 지역인 30°E

로 그 기 을 이동하고 우리나라 지역을 보다 더 심에 놓는 것으로 구성하 다.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형은 경도 115°E~155°E와 도 20°N~52°N의 범 로 구성되었으며 

기장과 경계장을 모두 지구 해양순환모형에서 받아 올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연직방향

으로는 지구 모형과 북서태평양 모형을 동일하게 50층으로 나 었으며 표층에서 100미터까

지는 11개의 층으로 조 하게 구성하여 수온약층의 모의 능력을 극 화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발된 지구와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형을 이용하여 기 실험으로써 Levitus의 수온․ 

염분 기후자료와 ECMWF의 기후 바람장을 이용하여 각 각 50년간 모의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 모형에서는 해양의 주요해류인 멕시코 만류(Gulf Stream)와 남극환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도 해류 등이 잘 재  되었으며, 북서태평양 모형에서는 쿠로시오 

해류  동한 난류의 사행과 이안 등이 측치와 비교하여 잘 일치하 다. 한, 지구 모형

과 북서태평양 모형에서 모두 지역별 규모 에디들이 잘 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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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과제 : Investigation of the Ekman Boundary 

Layer Structure Using LES

고가 , 노의근

연세 학교 기과학과

 
The structure of the Ekman boundary layer i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LES data. 

Simulations are carried out with the different Coriolis parameter in homogeneous and 

stratified mixed layers. The stratified mixed layer was generated either by surface heating 

or by the initial stratification. The vertical profile of the Ekman spiral and the Ekman 

transport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ratio of the mixed layer depth and the Ekman 

length scale, while comparing with the classical theory. In particular, the profiles of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the current velocity are analyzed to estimate the e-folding 

depth of the Ekman spiral, and to investigate how they are modified by stratification. It is 

found that stratification increases the rotating angle at the surface and decreases the 

e-folding depth of the Ekman spiral. Furthermore, the eddy diffusivity and the mixed 

length scales a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e one-dimensional mixed layer model 

results.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GAIA 과제 : Comparison of the Vertical Mixing 

Schemes in the OGCM with the Sensitivity to the  

Latitudinal Dependence

Jihye Lee and Yign Noh

연세 학교 기과학과

Effect of the parameterization of vertical mixing in the OGCM is investig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from MOM 4 with the KPP and Noh mixing models. The 

performance of the mixed layer models is compared with climatology and with each other. 

The MLD from the Noh model tends to be shallower in the extratropical ocean and deeper 

in the tropical ocean, compared to the KPP model. Consequently, it leads to the tendency 

of higher SST in the extratropical ocean, and lower SST in the tropical ocean in the Noh 

model. It means that the predictability of SST from the Noh model is better in the 

extratropical ocean, and worse in the tropical ocean than from the KPP model. Meanwhile, 

it is found that the simulated SST and MLD are sensitive to the enhanced sensitivity of 

vertical mixing to stratification in the tropical ocean, while they are rather insensitive in 

the extratropical ocean. Therefore, the Noh model with the enhanced sensitivity of vertical 

mixing to stratification can produce the better predictability both in the tropical and 

extratropical oceans. On the other hand, the Noh model shows the worse predictability of 

SST and MLD north of 40 N, which may be attributed to the process other than vertical 

mixing in the mixe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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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4-SIS 중장기 적분실험을 통한 해양순환모의 성능 평가

저자 : 김철호, 김민우, 장찬주, 민홍식, 조현수

한국해양연구원

요약: 미국 지구유체역학연구소의 해양-해빙접합모델(MOM4-SIS)을 이용하여 전지구 해양

과 해빙의 기후평균상태를 모의하고 모형의 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위경도 1도와 

0.5도 격자간격의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가지고 그 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한 두 모형을 기반

으로 하여 각각 600년과 100년의 장기 적분을 수행하였다. 두 모형 모두 북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쿠로시오 경로에서 관측보다 높게 모의되었으며 아열대순환 중앙부는 봄과 여름에 

관측보다 낮게 모의되었다. 북대서양 표층수온은 두 모형 모두 북미대륙 동안과 그린랜드 

남부 해역에서 관측보다 낮게 모의되었다. 모형 간의 차이는 0.5도 모형이 1도 모형에 비해 

북태평양에서는 좀 더 높게, 북대서양에서는 그린랜드 남부 해역에서 좀 더 낮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남반구 동계에 남극대륙 주변 표층수온을 

관측보다 높게 모의하였으나, 0.5도 모형이 1도 모형보다 보다 더 낮게 모의하였다. 쿠로시

오 해역에서 해양혼합층은 0.5도 모형이 1도 모형에 비해 약 40 m 내외의 차이로 다소 크

게 모사하였고 남극대륙 주변은 해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두 모델 모두 서태평양의 웜풀

과 동태평양의 한랭혀를 잘 모의하였는데, 적도와 아적도의 해류시스템에 대해서는 0.5도 

해상도 모델이 관측에 보다 더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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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 갯벌의 환경특성과 건강도 평가

A Study 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Evaluation of Tidal Flat Sediments in Incheon

이화옥, 이효정, 오 진, 신문기, 최상인, 이충 , 김주원, 김용희

인천 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해양조사과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갯벌의 체계 인 갯벌 정보체계 구축  효율 인 갯벌보  리를 

한 기 자료 제공의 일환으로, 인천연안 갯벌 8개소에 한 갯벌 환경특성조사를 통해 갯벌 

오염의 등 화  건강도 평가를 2011년 3월～4월과 9월～10월에 걸쳐 연 2회 조사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인천연안 갯벌 8개소는 모래와 니질(Clay+Silt)성분이 혼재되어 있는 

혼성갯벌(모래펄갯벌)로 조사되었으며, 상․하반기 퇴 물 구성성분이 계  변화를 보 다. 

북항과 소래 갯벌을 제외하고 강화남단(동막, 장화리, 황산도), 종, 옥련갯벌의 유기물 농도는 

타 지역  외국의 퇴 물 기 치와 비교시 분해성 유기물 지표인 COD 평균농도는 6.5mg/g 

으로 일본 수산환경기 (20mg/g)의 32.5% 수 , 갯벌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AVS 평균농도

는 0.10mg/g으로 일본 수산환경 기 (0.2mg/g)의 50% 수 으로 낮은 농도로 나타나, 양호한 

서생태환경으로 조사되었다. 북항 갯벌을 제외한 인천연안 갯벌 7개소의 속(Cu, Ni, Zn 

제외) 농도를 국내외의 타 지역들의 연구결과와 국내외 해양퇴 물 환경기 들을 비교해 보면, 

캐나다 환경기 의 30.8～110.1% 수 으로 체 으로 속 오염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상퇴 물 수직분포는 퇴 물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속 함량  유

기물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북항 갯벌은 퇴 물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증감이 뚜렷이 나타나 조석에 의한 퇴 층 교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단된다. 상․하반기 최종

퇴 물 오염등  산정 결과, 강화남단(동막, 황산도, 장화리)= 종도=옥련(Ⅰ)>송도(Ⅱ)>북항=

소래(Ⅲ)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유기물 지표를 이용한 갯벌 퇴 물 평가에 의하면 강화남단, 

종, 옥련 갯벌은 서생물의 먹이 공 원인 분해성 유기물이 풍부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 

NOAA(1991)에서 제시한 생물 해성 평가 기 에 따른 조사결과, 속 평균농도는 Pb 

12.82mg/g으로 NOAA 생물 해성 평가기 (ERL 46.7mg/g)의 27.5% 수 이며, 그 외 5개 

속은 21.7~65.6% 수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항 갯벌을 제외한 모든 갯벌에서 ERL 기 보

다 낮아 속에 의한 수생생물의 해성은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별 평균 농축계수

는 Cd>Pb>Zn>Cu>Mn>Cr>Ni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농집지수 분석결과 Igeo Class 0～

1로 속 오염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항과 소래 갯벌에서 Cu와 Cd이 Igeo Class 3～

4로 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1. 인천연안 갯벌의 황과 보 방안, 이 , 인천발 연구원, 1999.7

2. 갯벌 생태계조사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해양수산부, 2005.6

3. Yokoyama, H, Macrobenthic assemblages in Omura Bay-1. Community parameters 

versus bottom environmental fac. 24:43~5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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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해양기상환경의 장기변동

김 윤1, 신홍렬2

(1지오시스템리서치, 2공주 학교)

  북서태평양 137˚E 라인에서 약 40년간 겨울과 여름철에 측된 수온․염분 자료

를 분석하 다. 

  겨울철 수온의 장기변동은 도부근(3˚N～10˚N)의 표층에서 연간 최  0.015˚C 

상승하고, 표층아래에서 연간 최  -0.074˚C 감소하 다. 11˚N～30˚N은 도 표층

에서 연간 최  0.018˚C 상승하고,  표층아래에서는 연간 0.048˚C 상승 하 다. 

  여름철 수온의 장기변동은 도부근(3˚N～10˚N)의 표층에서 연간 최  0.016˚C 

상승하고, 표층아래에서 연간 최  0.045˚C 상승하 다. 11˚N～20˚N의 도 표층

에서 연간 최  0.026˚C 상승하 고, 표층아래에서 최  0.04˚C/yr 상승하 다. 겨울

철과 여름철 수온의 41년 장기변동은 표층보다 표층아래에서의 상승․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겨울철 염분의 장기변동은 도부근(3˚N～10˚N)의 표층에서 연간 최  -0.008 

psu 감소하 고, 표층아래에서 연간 최  -0.01 psu 감소하 다. 10˚N～14˚N의 

도 표층에서 연간 최  -0.0056 psu 감소하 고, 표층아래 연간 최  0.004 psu 증

가하 다. 15˚N～23˚N의 도와 도 사이 표층에서 연간 최  -0.003 psu 감

소하 고, 표층아래에서는 연간 최  -0.004 psu 감소하 다. 

  여름철 염분의 장기변동은 도부근(3˚N～6˚N) 표층에서 연간 최  -0.005 psu  

감소하 고, 표층아래에서 연간 최  0.005 psu  증가하 다. 7˚N～24˚N의 도 

표층에서 연간 최  -0.011 psu  감소하 고, 표층아래에서 연간 최  -0.015 psu  

감소하 다. 

  도부근의 해상에서는 41년 동안 풍속이 증가 되었다. 이러한 풍속의 증가는 에

크만 수송에 의한 도 용승을 강화 시켰고, 따라서 도 부근의 50～350 m 수심에

서 수온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41년 동안 증가된 강수는 해수와 혼합되어 해양의 염분 농도를 낮게 한다. 북서

태평양의 겨울철과 여름철의 표층염분 감소는 필리핀의 남서쪽(술라웨시해, 술루해)

에서 1개월 의 강수로 인한 염분이 겨울철 도부근의 해역에 나타난다.  인도

네시아의 동쪽바다(말쿠해, 반다해)에서 1개월 의 강수는 여름철 도부근의 해수 

염분에 향을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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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실시간모니터링부이 측자료에 의한 

2009-2010년 독도연안해역의 물리  특성

김윤배, 박재훈, 이재학, 정진용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독도연안해역의 실시간해양모니터링 환경 악을 하여 2009년 3월 이래 독도 동쪽 

약 3.2 km 해상의 수심 약 130 m 지 에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부이를 계류하 다. 

부이에는 표층에 RDI ADCP(300kHz)와 Fluorometer, Transmissometer를 부착하

으며, 수 에는 각각 20, 40, 60, 80, 100, 120m 수심에 SBE 37IM CTD를 부착하

다. 동시에 풍향, 풍속, 기압, 기온 등 기상요소와 향, 고 등이 측되었다. 모든 

자료는 10분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는 부이유지 리를 하여 부이를 회

수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교  장기간 지속 인 측이 유지된 2009년 3월 29일 

- 2010년 2월 29일에 337일 동안 획득한 자료를 심으로 측자료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수심별 수온, 염분, 해류 등의 단주기  장주기 특성과 함께 ADCP

의 음향자료를 이용하여 후방산란강도(Backscattering Strength)구조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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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해빙 합모델을 이용한 북극해 Sea Ice 경년변동 

재

황보경1, 권미옥1, 이호진1 
1한국해양 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양-해빙 합모델을 이용하여 북극해 해빙을 재 하 다. 해양모델

은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 3.4 version)를 이용하 으며 해빙모델은 빙 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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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N - 90°N, 180°W -180°E로 설정하 으며, 북극해 해역보다 모델 역을 더 

넓게 설정해 으로써 북 서양  북태평양의 해수가 북극해 해양순환  해빙 분포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하 다. 북극해와 직  연결되지 않는 발틱 해와 오호츠크 해는 역에서 제외

하 다. 수평해상도는 약 27-43 km 이며 수직해상도는 70층이다. 모델의 안정화를 해서 

PHC(Polar science center Hydrographic Climatology) 수온, 염분 자료를 기조건으로 하여 

30년간 Spin-up을 하 으며, Spin-up 계산 시 PHC 수온, 염분 자료를 이용해 Nudging을 하

다. 후에, Spin-up 결과를 기조건으로 하여 북극해 Sea-Ice Hindcast 모델 계산을 수행하

다. 기강제력은 ECMWF(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RA 

Interim 1990-2009년 12시간 자료를 이용하 다. 개방경계역의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높

이는 SODA(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ver 2.2.4 자료를 1989-2008년 20년 평균하여 

사용하 다.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매년 3월, 9월의 결과를 측자료  기존의 검증된 

모델 자료와 비교하 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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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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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양순환  해빙 모사

최희진¹, 이호진², 김상엽²

¹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²한국해양 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양-해빙 합 모형인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를 이용하여 동해의 해양 순환과 동해 북부의 해빙을 모사하 다. 모델 

역은 126.5°E에서 142.5°E, 33°N에서 52°N이며, 모델 해상도는 경도로 각각 1/10° 

(약 10 km)이다. 수직 격자는 S-좌표계로 50층으로 설정하 다. 입력 자료는 1999

년부터 2008년까지 해상도 0.5°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보자료와 해상도 1.5° ERA-interim 자료를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 다. 열과 담수의 flux는 표층 수온과 염분의 보정 없이 bulk식으로 계산되

었다. 각 계방 경계에서는 큐슈 학의 응용 역학 연구소의 실시간 북서태평양 해양

보 결과의 유속  수온, 염분, 해표면 변 와 TPXO7 (Oregon global model 

version 7) 0.25° 간격 조석 모델 결과  4  분조 ( ,  ,  , )를 고려하 다.

  재 된 해빙 분포에 따르면 동해 북부 해역에서 해빙은 2월에 최  면 을 가지

고 4월에 사라지는 패턴을 나타냈다. 생성 패턴과 해빙 면 은 성 측 자료인 

AMSR-E 자료와 비교  일치하 으나 해빙의 평균 농도는 측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한 타타르 해  부근의 해빙의 경년 변동과 철 연해주 연안을 따라 남하

하는 온/ 염수 사이의 상 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사

  본 과제(결과물)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해양에 지 문인력 양성사업

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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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 CGCM 앙상블 측 시스템의

지구  도 측성 검증
              

안 배1, 이수 1, 류상범2, 장필훈2

1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모형의 측성 향상을 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기조건을 생산하고, 앙상블 멤버를 여러개 

구성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 측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이기 하여 

기화 방법을 달리한 앙상블 멤버를 PNU CGCM에 하여 구성하 다. PNU CGCM은 해양 기화 방

법에 따라 해양 자료동화를 용한 PNU CGCM V1.1과 그 지 않은 PNU CGCM V1.0으로 나뉜다. 각

각은 시간 지연 방안을 사용하여 5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구성되어있으며, 시간평균 단 로 자료를 

생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PNU CGCM V1.0과 PNU CGCM V1.1의 가용 앙상블 멤버를 모두 사용하여 

월평균 PNU CGCM 앙상블 평균 자료를 생산하 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1년에 한 매 

계  출발 RUN의 지구  도에 한 해양  기 변수의 측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PNU CGCM V1.0과 PNU CGCM V1.1의 앙상블 각각에 하여 검증하 다. 두 버  모두 분석

기간에 하여 신뢰수  99% 이상의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두 버 의 앙상블 멤버를 모두 사용

한 PNU CGCM의 앙상블 평균 자료는 각 계 별로 약간의 측성 차이가 있으나, 체로 지구  

도 역의 측에 하여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 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 “ 측·지진기술 지원  활용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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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보 개선을 한 모델 평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skill assessment system for       

an operational forecast system

조경호1, 정상훈1, 최진용1, 윤종주1, 박 용2, 박 순1

1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
한국해양연구원 동해특성연구부

최근 한국해양연구원은, 개발하여 운용해 오고 있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

재 KOOS에서는 매일 72시간 해양예측예보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색구조, 유류확산 예측 

등 연안에서의 현안문제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서 보다 정확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양예보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특

히 수치예보 모델들의 정확도와 수행능력(performance)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스킬량을 이용한 체계적인 모델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KOOS에

서 운용되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들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평가할 변수들을 선정하

고, 각 스킬량에 대한 변수들의 수용 임계값을 지정하였다. 모델 결과를 수집된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상관도와 오차를 계산하였고, 그 계산 값들이 지정된 수용 임계 범위 안에 포함될 경

우 수용도를 판단하였다. 모델 변수들의 평가는 일별, 주별, 월별, 기간별로 이루어 졌으며 해

양예보시스템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해수면에 대한 모델 스킬 평가는 국립해양

조사원의 실시간 조위 자료와 시계열 비교를 통하여 수행 되었고, 수온과 염분에 대한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정선 CTD 자료와 수직 분포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특히 국립해양조사

원에서 제공하는 HF radar 표층 유속과의 비교가 수행되어 70% 이상의 수용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평가 대상이 된 변수들로는, 기상 모델에서의 기압과 바람, 해양 모델에서의 조위, 

해류, 수온, 염분이며, 파랑 모델에서의 파고, 파향, 주기이다. 이러한 모델 평가 시스템은 

MATLAB을 이용한 GUI로 개발되어 모델 개발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

델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델 평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평가 

도표 및 Taylor Diagram 등으로 도식화 되었다. 또한 응용 면에서, 태풍이나 해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현재 운용 중인 폭풍해일 예측 시스템 (KORDI Operational Storm Surge 

Prediction System: KOSY)과 해난수색구조 (Search and Rescue) 모델 시스템에 대한 스킬 평

가도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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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년 천수만 하계 해/조류  물성 측과 분석

정 , 노 재, 김백진

충남 학교 해양학과

  천수만은 서해 부해역에 치한 반폐쇄성 내만으로 만 북쪽은 서산AB지구 방조제에 의해 

해수유동이 차단되어 있으며, 주로 여름철에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간월/부남호로부터 다량

의 담수가 유입되는 해역이다. 천수만의 여름철 간월/부남호의 담수 유입에 의한 물성 변화를 

악하기 해 다항목 수질측정기(YSI6600V2)를 이용하여 2010～2011년, 2년 동안 춘계 1회, 

하계 5회, 추계 2회 등 총 8회에 걸쳐 수온, 염분,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pH 등 총 6개 항

목에 해 조사하 고, 천수만 앙부 죽도와 남당항 사이 최  수심에서 2010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32일간 다층유속계를 이용하여 수직 1 m 간격으로 총 14개 층에서 유향/유속을 

측하 다. 물성 측 결과 2010년, 2011년 모두 여름철 상하층간 강한 염분 성층이 발생하

고, 층에서는 3 ppm 이하의 빈산소 수괴가 출 하 으며, 표층에서는 용존산소 과포화(120～

160%), 클로로필a 증(최  57 ㎍/L) 상이 측되었다. 유속 측 결과 지역  특성  계

 특성상 북향하는 잔차류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간월호/부남호에서 량 방류가 이루어

지는 시기에는 잔차류가 남향하는 흐름이 측되었다. 2010년, 2011년에 천수만에서 측한 유

속 자료와 물성 자료는 연구 해역 수치모델링 실험의 기  경계 조건, 검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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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 국해에서의 랑 측 결과

허룡1, 황창수1, 허  신2, 김주연2, 김 2, 이기욱2, 홍성두2

 ¹국립해양조사원, ²오션테크(주)

   동 국해는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태풍의 길목으로 해양학뿐만 아니라 기상학  방재 

측면에서 아주 요한 해역이다. 한 이 해역은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의 왕래하고 있으므로 

선박 안 에 있어서도 랑 측은 매우 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해역의 랑 측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이더의 주 수를 이용하는 측 자료가 유일한 형편이다. 이처럼 동

국해 랑 측 자료의 부족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사  감지  방에 많은 어려움

을 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국해역에서 실시간 랑 측을 할 수 있는 부이를 설치하여 겨울철의 

랑 특성에 한 분석을 하 다. 측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고 

측정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성항법장치)의 Doppler 편차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분석 결과, 겨울철 동 국해역에서는 1.0∼2.5m의 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풍랑특보 발효 기 인 3m 이상의 고 발생 비율도 약 15%정도 차지하고 있다. 유의 주기는 

5∼9  사이의 주기성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 동 국해에서 나타나는 

랑 상은 서고동 형의 기압계에 의해 서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강한 바람장에 의해 형

성되는 고가 동 국해까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 The occurrence rate for class of significant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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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이용한 고 측 시스템의 성능평가

허룡1, 황창수1, 허  신2, 김주연2, 김 2, 이기욱2, 홍성두2

¹국립해양조사원, ²오션테크(주)

    랑은 인간이 바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요한 정보이다. 해안개발, 선박운

항, 어로, 수산업, 해양  등을 해서는 랑 측 정보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고 측

은 가속도계를 이용한 방법,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정 자료의 정 도가 높은 제품이 개발되므로 이를 이

용한 랑 측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

    GPS를 이용한 고 측 자료의 성능 평가를 하여 Datawell사에서 개발된 “Hippy-40"

이라는 가속도센서와의 비교 측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 다. 비교 측은 2011. 8. 20

∼2012. 2. 10까지 30분 간격으로 자료를 산출하 으며, 보다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하여 동일

한 부이에 GPS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측하 다. 

    그 결과, GPS를 이용한 고 측시스템에서 측된 유의 고, 최 고, 의 주기 등의 

결과는 “Hippy-40" 센서에서 측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향 성

분에 있어서는 GPS의 치정보가 해류, 조류, 바람 등 외부의 요이에 의해 부이가 이동하는 

치정보에 의해 다소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S에 의한 고 측 

자료의 품질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단할 수가 있어 연안이나 해안지역의 랑 측을 하는 

소형부이에 설치하여도 우수한 측 자료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wave measurement data using GPS.

BIAS RMSE CORR

Max. Wave Height(m) -0.085 0.291 0.982

Max. Wave  Period(sec) -0.177 0.999 0.821

Sig. Wave Height(m) 0.014 0.071 0.997

Sig. Wave  Period(sec) -0.212 0.277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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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안 원 주변의 해양환경 응시스템 연구개발

문형태*, 최휴창*, 장성태**, 김성 **, 이효진**, 박종집** 

한국수력원자력*, (주)지오시스템리서치**

   동해연안 원 주변의 해양환경 응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일본 큐슈 학의 응용역학연

구소에서 개발한 RIAMOM(Research Institute of Applied Mechanics Ocean Model) 모델을 

응용하여 동해 역에서의 해황을 보하고 있다. 연안역 원 주변의 상세 측을 해서 격

자를 세분화하여 3단계에 걸쳐 둥지기법(nested grid system)을 용하여 상세 측을 수행

하고 있다.

   해황 보시스템의 검·교정  실시간 측자료는 6개의 실시간 해양 측 부이(고리, 월성

에 각각 3기)를 통하여 모니터링과 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모니터링 부이

에서는 수온, 염분, 유향/유속과 기상자료가 실시간으로 송되고 있으며, 생·화학자료인 용

존산소, 클로로필 농도와 탁도 등의 자료가 송되어 해양환경변화를 실시간으로 측하고 

있다. 향 후 울진원  주변해역에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3기를 추가하고 확장된 측모델을 

구축하여 동해연안의 해황을 보할 정이다.

   이러한 실시간 해황 보시스템은 원 주변 해양환경자료를 지속 으로 생산·축척하는 역

할 뿐 아니라 원 주변 해양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 

원 주변 해양건강지수를 시범 으로 개발하여 원 주변해역에 용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해양건강지수 산정은 기 수행한 장조사 자료와 실시간 해양 측 부이를 통해 생산된 인자

(수온, 염분, 해류  바람 유향/유속, DO 탁도, 클로로필, 기압 등)를 활용하여 원 주변 해

역의 해양상태를 반 하는 지수/지표로 등 화하는 방법이다. 이를 해 기존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용 가능한 해양환경  생태계 인자를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가시화를 시

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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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성 고도계로 측한 

계 별 인도양 표층해류 순환 특성

              

변도성, 황진아, 박세 , 이주 , 이은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해류정보는 항해 안 과 물류수송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사 작  등에 필요한 기

정보로 익숙한 해역이 아닌 곳에서 그 요성은 더 크다. 인도양에 치한 소말리아 해역은 국

제 해상 운송로의 요충지로서, 1990년   소말리아 내 이 시작되면서 재 정규군 규모의 

해 이 활동하고 있어 국제 운송에 을 주고 있다. 재 국립해양조사원은 청해부 의 군작

 지원을 하여 랑스 AVISO에서 제공하는 인공 성 고도계자료를 사용하여 소말리아 해

역을 포함한 인도양에 한 실시간 해류도를 생산하여 웹서비스하고 있다. 아덴만을 포함한 

인도양은 부분 수심이 200 m 이상으로 깊기 때문에 AVISO에서 지연 시간(delayed time) 모

드로 일주일 간격으로 생산된 18년간 (1993～2010년)  역학  지형(Absolute Dynamic 

Topography, ADT) 자료를 사용하여 지형류 방정식으로부터 계 별 평균해류도를 작성한 후 

표층해류 순환 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인도양의 해류순환은 하계와 동계에 뚜렷하게 다

른 표층해류 순환 특성을 보 다. 하계에는 연안을 따라 시계방향의 순환을 보 으며, 소말리

아 연안을 따라 1.4 knot의 강한 북동류가 발달하 다. 한 스리랑카 남쪽 연안을 따라서 강

하게 동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동계에는 연안을 따라 반시계방향의 순환을 보 다. 소

말리아 연안을 따라서 2 knot 이상의 강한 남서쪽을 흐르는 흐름이 나타났고, 스리랑카 남쪽 

연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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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우산해곡에서의 심층 유동 특성

백규남1, 서성 1, 최아라1, 홍창수2, 김윤배2, 이재학2

1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울릉도 북쪽에 치해있고 울릉분지와 일본분지를 연결하는 우산해곡 2개 정  (K1: 38〫̊ 

20.904', 130〫̊ 39.895', K2: 38〫̊ 00.344', 130〫̊ 52.609')에서 수심별(K1: 250m, 860m, 2370m, K2: 

450m, 1050m, 2050m)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측된 해류계 자료로부터 유속특성

을 분석하 다. 연간 평균흐름은 두 정  모두 심층이 층보다 강한 심층강화 특성과 함께 등

고선에 평행한 방향의 흐름 특성을 보 다. 층간 유속 상 성 분석결과 구 수온약층보다 깊

은 수심에서 층 사이에 높은 상 성을 나타냈다. 3차례 난류성 소용돌이에 의한 향으로 

단되는 유속  수온변화가 측되었으며 소용돌이의 향이 수심 2000m 이상의 해 면 가까

이 까지도 있음을 암시하 다. 주기성 분석결과 성 는 조석 주기 변동 외에 수십일 주기의 

변동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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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해양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김성 , 최상화, 박수 , 최 우, 백상호, 박 민, 정미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정보사업단

해양에서는 과학데이터 수집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한 번 생산한 해양자료를 
여러 연구자가 공동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해양과학
조사자료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든 연구책임자는 보고서 발간시 해양자료를 해양자료정보
사업단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보고서와 비교검토, 간단한 질검증 후에 
오라클기반 해양자료 DB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양자료의 원내외 서비스를 목적
으로 KORDI 해양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보유자료 현황을 지도에 표출하는 기
능, 자료목록을 제공하는 기능, 원내자료 검색기능, 원외자료 검색기능을 구현하였다. 2011
년에는 해양자료포털의 원내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원외서비스를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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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측시스템의 민감도 평가

박종숙, 강기룡,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해상활동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는 랑의 특성  측 기술에 한 연구가 꾸 히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JONSWAP, SWAMP 등의 랑 모델 로젝트를 통하여  스펙트럼의 

성장 기작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상풍의 품질은 랑모델의 결과에 지배 인 역할을 하

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해상풍에 따른 랑모델의 민감도 실험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Ponce and Ocampo-Torres, 1998; Bauer and Weisse, 2000; Abdalla and Cavalla, 2002; 

Moon et al. 2003). 최근에는 결정론 인 측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랑 앙상블 

측 시스템의 개발에 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랑 모델에서의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요소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모델은 물리학 인 면과 수치 인 부분을 히 고려되었다 하더라

도 모델이 변경되면 최 의 튜닝 변수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상청에서는 1999년 슈퍼컴 1호기 도입 이후, 해상의 랑 측을 한 3세  랑 수치

모델을 운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WAVEWATCH-III 모델을 근간으로 한 지구 랑 

측 시스템을 업 운 하고 있다. 해상풍 입력장은 지구 수치 보시스템(UMN512L70)의 자

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해상풍의 입력장이 변경되면서 랑 측시스템에서 양의 

바이어스(bias)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업으로 운 하고 있는 지구 랑 측시스템에 동일

한 해상풍이 주어진 상황에서 물리 계수를 조정하면서 6개월(2011. 7.∼ 12.) 동안 모델을 수행

하고 계수(effective wind stress)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민감도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튜닝 계수에 따른 유의 고 평균장 (2011. 7)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Dynamical downscaling of global sea level projection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문일주, 권석재, 오상명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해양과환경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연구실,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해양기상학 동과정

  IPCC 지구 기후모델(MPI_ECHAM5) 결과를 기와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수온 변화에 

따른 해수체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해양순환 모형을 고해상도로 수행하여 북서태평양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화를 측하 다. 이 연구는 해상도 IPCC 기후모델이 모의하지 

못하는 북서태평양의 상세 해수면 변동 특징을 밝히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연안의 상세 평균 해수면 변동 시나리오를 구축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

서는 해수체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MOM4.1 모델을 선택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을 0.1°의 고해상도로 IPCC AR4 A1B와 A1Fl 시나리오에 따라 21세기 말까지 해수면 변동과 

그에 따른 해양의 변화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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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roles on river plume on tropical cyclone 

intensification

김성훈,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The impacts of the river plume (RP) on the tropical cyclone (TC) intensity are 

investigated from idealized plume patch experiments using the GFDL-POM coupled model. 

Here, plume patches with the vertical salinity gradients of 0, 0.72, 0.5, 0.17 psu m
-1

 ahead 

of a storm’s passage are applied for an ideal TC with an initial intensity of 950 hPa 

translating to the northwest over spatially homogeneous ocean (10-m ocean mixed layer).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the TCs passing through a patch with stronger 

salinity gradient are more intensified along with a remarkable reduction of the SSS cooling 

near the patch. The maximum increase of the intensity (deepening of ∼16-hPa central 

pressure relative to control experiment without the RP patch) is found at the patch 

experiment with a 0.72-psu m-1 salinity gradient just before the TC has passed through 

the patch, as a result of a less sea surface cooling of ∼2
o

C within a storm’s core than the 

control one.  These results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RP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increase of the TC maximum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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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Level Projections from Community Earth System 

Model (CESM_1.0.4)

오상명, 문일주, 권석재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해양기상학 동과정,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해양과환경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2014년 발표 정인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IPCC) 5차 보고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를 체하여 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시나

리오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IPCC 보고서의 RCP 시나리오에 따른 지구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변동을 Community Earth System Model (CESM)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사용된 CESM 모델은 미국기상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에서 개발되었으며 기, 해양, 육지, 해빙, 육빙 모델이 결합되어 있다. 

CESM 기후모델의 해양 모델은 도 변화에 따른 해수 체 변화가 가능하고, 육빙모델은 빙하

의 융해에 의한 해수면 변동이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IPCC 기후모델이 제시하지 않았

던 열팽창, 육빙의 융해에 의한 효과가 고려된 미래 해수면 변동을 측하고, 동시에 해수면 

변동에 향을 주는 해양  기 요소에 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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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simulation for typhoon Muifa (1109) using 

two-way multi-grid nesting

김민 ,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In ocean wave modeling, it is common that large and coarse domain provides a boundary 

condition to smaller and finer domain, which is call by one-way grid nesting. This method 

implies that there is no feedback from coarse to fine resolution. Under the typhoon wind 

conditions, the feedback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wave simulation, particularly 

near the storm core. This study investigates impacts of a two-way grid nesting on ocean 

wave simulation under typhoon wind forcing using WAVEWATCH III (WW3). We 

designed that in the two-way grid nesting system, the mutual data exchanges between 

coarse and fine domain occur at every time step, while in the one-way system, the data 

transfers only occur to one direction from coarse to fine domain. Comparison results of 

wave characteristics between two experiments will discussed in th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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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 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 동남연안의 SST 차이가 국지 

기상장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박명희*, 이 수, 안지숙, 한인성, 서 상, 김해동1)

국립수산과학원, 1)계명 학교 지구환경학과 

연안지역의 국지기상변화를 평가하기 해서는 SST에 한 정보가 요하다. 도시가 

집한 한반도 동남지역은 태백산맥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지형주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형강제력에 의한 국지순환과 육지와 바다의 온도경도에 따른 순환이 혼재하여 매

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특히 동해 남부에서는 매년 세력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6월∼8월 에 

수온이 낮은 냉수역이 빈번하게 나타나 육지와 바다 사이의 온도경도를 변화시킨다. 

해양환경의 정확한 측은 기-해양 상호작용을 통해 규모 기상모델의 정확한 측으로 

이어진다. 특히, SST는 해양모델의 결과  기와 해양의 열 교환을 통해 기상 상에 매우 

큰 향을 끼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이는 규모 기상모델의 주요한 입력변수로 작용한다. 

를 들면 Katherine et al.(2008)은 로리다 지역을 상으로 해수면 온도 분포 특성이 연안

지역의 기유동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고, Burls and Reason(2008)은 냉수  발

생일을 상으로 해수면 온도자료의 차이에 따른 온도풍 강도 변화를 MM5모델을 이용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모델은 WRF 규모 수치모델 V3.3.1이다. 분석 역은 36.8°N, 

127.8°E를 심으로 3개의 둥지격자를 가지고 있으며, 각 역의 수평해상도는 각각 18km, 

6km, 2km이며, 연직격자는 23층을 두었다. Nesting 방법은 Two-way Nesting 방법을 택하

고, Microphysics는 WSM 6 Class scheme, Planetary Boundary Layer는 YSU를 사용하 다. 

모델 기자료는 NCEP/NCAR GDAS FNL 6hourly 1.0°×1.0°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사례

일은 냉수 가 발생한 날(2008.7.22-24)과 냉수 가 발생하지 않은 날(2010.7.22-24)을 상일로 

선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해수면 온도자료를 WRF모델에 용하여 SST 

차이가 국지 기상장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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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름철 황해 동부 층 고염핵의 출 과 이동

1정 주, 1최병주, 1이상호, 1권경만, 2변도성, 1황 롱
1군산 학교 해양학과, BK21 새만  해양환경연구

2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과학연구실

   2011년 7월 11일 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도 36°를 따라 측한 군산 학교 CT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수로 인하여 표층염분은 32‰ 이하의 염 분포를 나타냈으나, 층 30∼40 m 

사이에서는 33‰ 이상의 고염의 해수가 측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 36°에서 측된 고염

수의 이동경로를 알아보고자 수치모델(ROMS)로 재 한 2011년 황해의 해양순환 결과를 장

측 물성자료  표층뜰개(Surface Velocity Program-type drifter)로 부터 얻은 해류자료와 

비교 분석하 다.

  2011년 7월에 황해 동부에서 측된 고염수 핵은 황해난류를 통해 황해 내부로 확장되어 있

던 고염수가 바람방향의 변화, 여름철 양자강 담수와 많은 강수로 인해 분리되어 한국 남·서해 

해역으로 이동하고 이 고염수가 태풍  황해 동안 경계류의 향으로 인하여 한국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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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층 해류와 해표면 수온의  

연간 변동성과 계절 변동성

정희석1, 최병주1, 이상호1, 변도성2

1군산 학교 해양학과, BK21 새만  해양환경연구
2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표층해류와 해표면 수온의 계  변동성과 연간 변동성을 살펴보기 

하여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제공되는 해표면 수온자료와 해수면 높이 자료

를 사용하 다. 해수면 높이 자료에 지형류 방정식을 용하여 동해의 표층 해류를 산출하

고, 해표면 수온과 표층 해류의 계  변동성을 살펴보기 하여 각 계 별로 16년 동안 평균하

다. 해표면 수온자료의 계  변화와 표층 해류의 계 을 비교해보면 도 약 40°N에 치한 

극 선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르며, 특히 과 겨울에는 강한 해류가 극 선을 따라

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해의 서쪽에서 크게 변화하는 동한난류 경로의 연간 변동성을 살펴보기 하여 가장 변동

성이 큰 131°E를 선택하여 동한난류의 주축의 도를 기록하고 분석하 다. 10월에 연간 변동

성이 가장 컸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1993∼2000년에는 남북으로 크게 사행하지 않았고, 2001∼

2008년에는 크게 사행하는 경로를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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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기 한강하구 염하수로 인근의 낙조 우세 및 조석 평균 흐름의 정량적 

분석 

윤병일, 우승범 

인하대학교 
A quantitative analysis on ebb dominance and tidally averaged current during normal 

river flow conditions around the Yeomha channel, Han River estuary. 
 

경기만 한강하구 염하수로 부근에서 2005년 12월, 2006년 9월~10월, 2009년 5월~6

월까지 3기간 동안 유속 관측을 수행하였다. 각 유속 관측기간은 다르지만 관측 정점은 

0.5 km  내외에 위치하고, 관측 수심은 DL(-) 5~6m로 공간적인 유속 변화는 거의 없다

고 판단된다. 3 기간의 유속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최강 및 평균유속은 3 기간 모두 낙

조가 강하게 나타났고, 지속시간 역시 3 기간 모두 낙조 지속시간이 우세하였다. 즉, 한

강하구 염하수로의 유속은 낙조 지속시간이 길면서 낙조가 강한 특성을 보여준다. 

염하수로 부근의 독특한 낙조 우세를 야기하는 조석 평균 흐름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각 관측 기간 동안의 담수 유입량과 유속 관측위치의 상류와 하류의 해수면 차이

를 분석하였다. 염하수로에서 담수 때문에 생성되는 잔차 흐름은 평균적으로 0.04 sm /
로 계산되었고, 해수면 차이에 의해서는 평균적으로 0.06 sm / 로 나타났다. 각 유속 관측

기간의 조석 평균된 잔차류의 평균값이 0.11 sm / 이므로, 담수와 해수면 차이에 의해서 

각각 36%, 54%의 잔차 흐름이 조절된다. 담수와 해수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흐름에 

의해 생성되는 낙조방향의 평균적인 흐름이 염하수로의 낙조 우세를 결정한다. 

 

 

Figure Map for the study area and location of tide and tidal current station. As showed small 
map(bottom left of figure), the tidal current station is located nearby 0.5 km at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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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류로 인한 랑 변형 수치실험

              

이재
1

, 김태림
1

, 최병주
2

1
군산 학교 해양건설공학과

2
군산 학교 해양학과

 해류는 고, 향, 주기 등 랑 과정에 많은 향을 끼치는 인자이다. 그러나 랑

보모델을 수행하는 경우 부분 해류에 의한 향을 무시하 고 부분의 해류- 랑 결

합모델은 해류모델에서의 랑효과에 의한 향을 악하는데 을 두었다. 그러나 동해

와 같이 지역 으로 강한 해류가 지속되는 경우 그 해류를 통과하는 랑의 특성 변화에 

큰 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류에 의하여 랑 가 변형되는 상을 확인하기 하여 천해 랑모

델인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수치모델을 활용하 다. 실제 동해에서 해류 

효과를 포함한 모델을 수행하기에 앞서 간단한 경우에 해 랑 의 변형을 모의 확인

하 고, 의 변형을 해석 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사용한 모의수행구역은 가로 세로 

100km, 수심 1000m로 구성하 으며 단일방향으로 체 혹은 부분 해역에 해류를 용하

여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동해에서의 용 시기는 울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 던 2008년 2월로, 기상연

구소(NIMR)에서 제공한 바람자료와 미국 해양 기 리청(NOAA)에서 제공한 해류자료를 

모의 상 해역인 동해에 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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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염하수로의 횡방향 운동량 특성

성명 : 이동환
1,2

, 우승범
1

 

 
1

인하 학교 해양학과, 
2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만 염하수로의 시 공간 으로 변화하는 횡방향 운동량을 산정하고자 소조기와 조기에 

염하수로 입구(Line1)와 남단(Line2)에서 13시간동안 연속 으로 단면 측을 수행하 다. 수평

마찰계수 산정을 하여 추가 으로 2010년 조기 3정선 측을 수행하 다. 해수 유동에서의 

운동량 산정  마찰계수 값은 지역 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에 한 정확한 계수값 산정

이 무엇보다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면 측자료로부터 마찰계수값을 산출하고 각항

의 오더비교를 통한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 다. 수평마찰계수값은 Smagorinsky(1963)의 방법

을 이용하여 산출하 고, 산출결과 약 13.5m2/s로 나타났다. 수직마찰계수는 R.C 

Pacanowski(1981)의 방법을 이용하여 Line1, Line2 /소조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수 값을 산

정하 다. 총 운동량은 횡방향의 측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 종방향의 변화율 항은 

나머지 항들과의 오더로서 유추하여 계산하 다. 운동량은 조석주기 동안의 평균의 값으로 계

산하 는데, 이의계산을 하여 반복 측된 자료의 연직 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지역은 조차가 크기 때문에 측자료의 시간별 수직격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고, 

단면 측 특성상 선박의 이동속도에 따라 수평격자간 거리가 달라지기 떄문에 시간별 격자간

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여 수직/수평 으로 normalize(sigma 

coordinate)하 다. Sigma 좌표체계는 z-level 좌표체계와 비교하 을 때 Line1 에서 3%, 

Line2 에서 5%의 오차로 자료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분석결과 염하수로의 운

동량은 이류 가속항과 마찰항과의 균형이 요하게 작용하 다. 마찰항의 비율을 보면 Line2 

조기를 제외하고  단면에서 수직 마찰항이 수평 마찰항보다 강하게 발생하 다. 하지만 

Line2 조기에는 수평마찰항이 강하게 작용하 으며, 횡 방향으로의 유속 마찰shear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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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소조기시 경기만 석모수로에서의 단면 잔차류에 관한 

성층의 관계 연구 

최낙용, 윤병일, 우승범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본 연구는 강화도 서측에 치한 조력 발  유력 후보지인 석모수로의 북단과 남단의 2개 

정선에서 13시간 연속으로 단면 유속과 염분 측을 ,소조기시 각각 수행하여 단면 내 

잔차류의 변화와 성층간의 계를 분석하 다. 석모수로의 염분 분포는 ,소조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염분 구조 형태를 보이며, 염분의 침입 범  한 다르게 나타난다. 잔차류 성분은 

13시간 유속 성분에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M2분조와 M4분조를 제거하여 구하 고, 

석모수로 북단과 남단에서 잔차류 성분은 모두 외해 방향의 잔차류 성분을 보인다. 그러나 두 

정선의 단면 층에서는 표층과 층간의 2층 흐름 구조를 만드는 육지 방향의 잔차류가 

측되는데 그 치는 ,소조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시,공간 으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육지 방향의 잔차류와 성층의 계를 분석하기 해서 Richardson number와 Simpson-hunter 

index를 분석하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석모수로의 단면 잔차류 패턴은 Richardson 

number가 상 으로 격하게 커지고 Simpson-hunter index가 4 이상 나타나는 지역, 즉 

성층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2층 흐름 구조를 보인다.

Fig. 1. Map of study area and the figure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along-channel 

residual velocity and the Simpson-Hunter index. The red dotted box shows the section of 

across estuary that indicates northern residual current. In line 1, (a) value during neap tide, (b) 

value during spring tide. In line 2, (c) value during neap tide, (d) value during spring 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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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Argo 측 황과 미래

장필훈, 혜원, 강기룡,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2000년 국제 Argo 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지구 양에는 재 3500여기의 Argo 

로트가 매월 약 10,000개의 로 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고 도 해역과 남반구 일 에서 

로트의 측 도가 다소 낮은 을 제외하고는 로그램의 당  목 을 충실히 달성하 으

며, 로트 측 도의 유지를 한 지속 인 투하와 자료 활용을 심으로 로그램의 방향이 

환되고 있다. 한, 최근 국제 Argo 로그램에서는 동해와 지 해와 같은 지역 해양에서의 

Argo 측  기  효과에 해서 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동해는 지구 해양에서 Argo 로트의 측 도가 가장 높은 해역으로 1998년부터 

재까지 한국, 일본, 미국에서 총 143기의 로트를 투하하 다. 이  131기가 우리나라에서 

투하한 것으로 개가 동해 울릉분지 일 에서 투하되었다. 동해 해류구조의 특성상, 로 일 

자료의 부분이 동해 ·남부 일 에 편 되어 있다. 동해에서 운용된 Argo 로트의 수명은 

략 2-3년 정도이나 6년 이상 측한 로트도 10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긴 수명

은 로트의 측수심(profiling depth)이 700-800 dbar 정도로 양에 비해 낮은 것이 그 이유

로 생각된다. 재는 총 33기의 로트가 동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년도 국립기상연구소

는 10기의 로트를 추가로 투하할 정이다. 

Argo 로 일 자료는 2001년 본격 으로 투하되기 시작하면서  자료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 으로 선박 측(CTD & XBT) 자료에 비해 균일하다. 이처럼 동해 Argo 측자

료는 동해의 해양환경 이해와 측에 있어  요한 자리를 하고 있다. 를 들어, 3차원 

변분기법이 고려된 해양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Observing System Experiment를 수행한 결과, 

Argo 자료가 고려된 결과에서 동안난류  동해 남부 일 에서 에디의 재 도가 높아지는 

등 반 으로 순환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언 한 동해 Argo 

측 황과 요성, 그리고 로트 투하  자료 개선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심으로 소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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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아문젠해 부 결빙해역에서의 해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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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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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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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씨텍

남극반도 서쪽 아문젠해 륙붕해역 빙상의 속 감소 기작 연구를 하여 2011년 1월

부터 아문젠해 부 륙붕단 곡의 북쪽인 수심 530 m 지 과 남쪽인 폴리냐 해역 수심 

830 m 지 에  해류계를 계류하여 1차 으로 250m 층 (상층)과 400m 층 (하층) 2개 수심에서  

1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획득하 다. 

해류계 자료의 비 분석 결과 두 정  모두 반 으로 상․하층의 유향은 동일하고 

유속은 상층이 하층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층의 수온은 여름철에 높고 다음해 여름까지 

차 감소하 으며 남동류 흐름이 있을 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남극순환 심층수

(Circumpolar Deep Water)가 해 면층을 따라 륙붕 해역으로 공 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었

다. 두 정 의 계 변화는 상이하여. 채  북쪽의 흐름은 북(서)류가 우세한 반면 남쪽은 여름

철에는 남동류가 겨울철에는 북(서)류가 우세하 다. 이러한 차이는 겨울철에는 해빙(sea ice)

으로 인하여 해양 내부의 흐름이 바람의 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름철에 바람에 의한 에크만 

효과의 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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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황해에서 바람과 수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윤종혁1, 승영호1, 임은표1,2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 부설연구소 

 지금까지 황해에는 겨울철에 북풍에 의하여 남쪽으로부터 난류수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00~2009년 동안 관측된 NOAA 인공
위성 해수면 온도 자료와 ECMWF 바람자료를 이용하려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 기간 온도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직교함수를 분석한 결과 계절 변화가 압도적으로 우세
(98%)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11~4월)의 온도 자료만을 이용하여 본 경험적직교함수에
서는 제 1모드(약 94%)에 계절변화의 일부가 나타났다. 제 2모드(약 3%)의 고유벡터 공간분
포는 황해의 골 부분과 골의 양쪽 연안 부근에서 서로 반대의 위상이 나타났다. 제 2모드의 
시간계수는 경향성을 제거한 누적바람응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북풍에 의하여 골 측에
서는 온도 상승 연안 측에서는 온도 하강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 미루어, 동계 황해에서는 일정한 북풍에 의하여 해수의 남북 유동이 없는 정상상태
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북풍이 더 강해지면 골 측을 통하여 난수의 북향이 연안 
측을 따라서는 냉수의 남향이 유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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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해양순환모델에 앙상블 칼만 필터(EnKF)를 이용한 

표층 수온 자료동화

권경만, 최병주, 이상호, 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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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학교 해양학과, BK21새만 환경연구
1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본 연구는 황해의 실시간 해양순환 모델(ROMS)의 정확도 향상을 하여 인공 성 표층수온

(SST)의 자료를 앙상블 칼만 필터(EnKF)기법으로 자료동화하 다. 모델에서 사용한 기상자료

는 한 시간간격 자료를 사용하 고, 동화에 사용된 자료는 NOAA AVHRR 표층수온이며 하루

에 한 번씩 동화하 다. 앙상블의 수는 20개이며 앙상블 멤버의 결과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앙

상블 발산(ensemble divergence)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각각 서로 다른 기장을 사용하

고 한 각 멤버들의 성계수, 투과 계수(water type), 바람 외력장을 다르게 해양순환모델

을 수행하 다.

 인공 성 측 표층수온 분포와 자료동화한 모델의 표층수온분포가 단순 보모델의 SST 분

포보다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단순 보모델의 표층수온은 인공 성 측 SST보다 약 1°C 높

았으나 표층수온 자료동화를 통해서 약 0.26°C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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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안 ESROB에서 얻어진 엽록소 형 값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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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교 해양연구소에서는 1999년 이래로 동해 묵호항으로부터 약 8 km 정도 떨어진 

수심 약 130m 지 에 연안 모니터링 부이 (East Sea Real-time Ocean Buoy, ESROB)를 운용

해 오고 있다. ESROB은 기상센서 (기압, 기온, 습도, 바람) 장착하고 있으며 수 센서로서 다

층유속계 (ADCP 300 KHz, 4m 측간격)  CTD (수온, 염분, 압력)센서 6기를 포함하고 있

다. 2011년 4월 순부터 짧은 시간간격의 생물량 변동을 장기 모니터링하고 물리·화학  특성 

변동과의 상 성을 악하기 하여 WQM (Water Quality Monitor)을 부이 하부 (약 1m 수

심)에 장착하여 다양한 특성치 (형  센서로부터 얻어진 엽록소, 용존산소, 탁도, 수온, 염분)를 

모니터링 하고있다. 약 6개월 정도 얻어진 엽록소의 형 센서 값은 주간에 낮은 값과 야간에 

높은 값을 보이는 일변화 특성이 나타났고 이것은 엽록소를 형 센서로 측정할 때 나타나는 

Quenching 효과 때문인 것으로 악되었다. WQM으로부터 얻어진 특성치들의 주기성을 살펴

보기 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 다. 엽록소 형 값은 24시간과 12시간의 주기성에 비교

 뚜렷한 에 지가 나타났고 한 3 ∼ 4일의 장주기 특성도 나타났다. 표층 수온의 주기성 

분석에서 24시간 주기의 에 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낮과 밤에 따른 표층 냉각

과 가열 효과가 반 되는 나타난 형 인 일 변동 특성으로 악된다. 시계열 자료에서 흥미

로운 특징은 여름철 (7월부터 8월 순) 성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에 고농도의 엽록소 형

값이 측되었으며 염수의 출  주기와 유사한 상 성을 보 다. 

    WQM 엽록소 형 값을 검·보정하기 하여 25시간 동안의 장 측을 2회 (7월과 10월)

에 걸쳐 실시하 다. 1시간 간격으로 CTD를 통하여 해수 물성, 용존산소  엽록소 형 값을 

측정하 고 3시간 간격으로 해수 샘 을 실시하 다. 해수 샘 을 후 처리 한 뒤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얻어진 엽록소 양과 WQM의 엽록소 형 값을 비교하 다. 25

시간 동안의 은 샘  숫자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상 계수는 r = 0.78로서 상 으로 높은 

상 성을 보 지만 가을철 상 계수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게 낮은 상 성은 가을

철 엽록소 양 자체가 낮았기 때문 것으로 단되나 낮은 상 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

들( 장비 자체의 측정 불량, 샘  채취 문제  등)에 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해양 랑크톤 수직구조의 시·공간 인 특성  변동성을 악하고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SCM) 층 혹은 얇은 층 (Thin Layer, TL)을 형성하는 상

에 하여 다 학제간의 장 공동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5시간 동안 측된 엽록소 양

의 시간 변동은 가을철의 경우 등 도면을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여름철의 경

우 얕아진 도약층의 표층(약 5 m 보다 낮은 수심)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얇은 층의 형성원

인으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수직 인 속도차에 의한 SCM 이나 TL 층의 형성 기작과 다른 

특성을 갖는 해수의 입(intrusion)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았고 마난류 기원의 해수의 이류에 

의한 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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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약층 내부에서 성 주기의 운동에 의한 혼합 

서정길, 장경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010년 여름에  동해 남서부 해역의 울릉 분지 앙에서 계류선의 측을 통해서 성 주

기 유속에 의한 수층 혼합에 한 연구를 5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 다. 여름철 동안 

북  37°, 동경 131°인 SuperStation 치에 계류된 E-rap을 이용하여 하루에 2번 표층의 수온

약층 상부부터, 수온약층을 지나 수온약층 아래 300m 수심까지 수온과 염분  용존 산소량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한, UBIM-M에 계류된 ADCP 다층유속계를 통하여서 수직으로 

8m 간격으로 표층 50m부터 층 477m까지 유속 자료를 수집하 다. 측 해역의 여름철 물성

과 해수 특성은 표층에 한해 에서 들어온 마난류수가 수평으로 긴 선을 형성하여 강한 

장주기 유속이 나타나며, 여름철 아시아 몬순으로 인해 바람이 약하여 혼합층은 얇고 수온약층

은 매우 안정된 성층이 깊게 200m까지 나타난다. 바람에 의해 주로 발생된 성주기의 운동

은 내부 의 형태로 수온약층 내부를 통과한다. 이 때, 수직 인 속도차가 더 생겨나 안정되어 

있던 수온약층 내부의 성층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은 장주기 성분의 수직  속도차보다 

성 주기의 수직 인 속도차가 수온약층 내부 유속의 수직  속도차에 더 요한 역할을 

할 때 발생한다. Richardson Number (Ri)를 이용하여서 수층의 안정도를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온약층의 내부는 Ri=2 이상의 강한 안정도를 보이다가, 성주기의 수직 속도차

가 장주기의 수직 속도차보다 더 커지고 총 속도차에 부분을 결정하는 시기에 Ri < 0.5 가 

되어 성층의 안정도가 떨어지는 상을 보여 다. 이런 상은 기존의 난수성 소용돌이 내에서 

성 주기 가 수온약층 내부에 생기는 thermostad layer에 의해 반사되어 수층의 혼합을 야

기한다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Byun et al. 2010)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Byun et al., Observation of near-inertial wave reflections within the thermostad layer of an anticyclonic 

mesoscale eddy, Geophys. Res. Lett., 37, L01606, 2010 doi:10.1029/2009GL0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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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을 

이용한 가시 래 기원지  이동 경로 추정

송지 1 ,이 수1, 이호진2, 임월애1, 한인성1, 서 상1

1국립수산과학원, 2한국해양 학교

가시 래(Enteromorpha prolifera J. Agardh)는 녹조식물 갈 래과의 해조류로 

얇고 긴 엽상체를 가지며, 기부근처와 윗부분에 잔잔히 거치를 가진다. 이는 군집을 

이  표층 표류하며, 양염, 수온, 염분과 같은 환경요인에 넓은 응 범 를 가져 

해양 표면에 넓게 번무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2008년 7월 베이징 올림픽 요트 경기

가 열리는 국 칭따오 연안에 가시 래가 량 유입되어 큰 문제를 야기 했고, 

한 같은 해 7월 24일, 제주 서쪽 해상에서도 같은 종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 8월 31

일 제주 동남쪽 200km 해상에서 비 5~10m, 길이 20~50m 규모의 가시 래 군집

이 범  하게 떠다녔다. 이 가시 래 군집은 해류를 따라 계속 이동하여 제주 

연안에 표착하 고, 어장 피해는 물론 바다 생태계에도 악 향을 미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 래의 기원지, 유입 경로 등이 명확히 밝 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양 모델인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ROMS)을 

이용하여 2008년과 2009년의 황동 국해 유속장을 재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

래의 기원지를 추정 하 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Moored profiler에 의해 2010년 여름 울릉분지
앙에서 측된 엽록소 양의 농도 변화와 

물리  요인 연구

박희망, 장경일, 손 태, 강동진, 노태근, 윤석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한국해양연구원 기기검교정 분석센터

 부산 학교 해양시스템과학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울릉분지는 고온 고염의 마난류 기원수에 향을 받는 해역으로서 해수특성과 

해수순환의 변동이 큰 해역이다. 한 울릉분지는 철과 가을철 식물 랑크톤 번

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계   번성은 연안용승과 바람  울릉분지의 해류분포 

등과 연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에서 식물 랑크톤에 의한 일차생산

력과 물리  요인들 사이의 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지만 재까지 연속 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인 변동을 악하고 상호 련성을 연구한 사례는  

거의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여름 동해 울릉분지 앙에서 측된 엽록소농도의 변동 특

성을 악하고 이에 향을 주는 물리  요인들 사이의 상 성을 살펴보기 하여 

울릉분지 앙 (북  37도, 동경 131도)에 설치된 Moored profiler (E-Rap)로부터 

얻은 자료를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수심 25m부터 300m 깊이에서 

profiler로 얻어진 수온과, 염분, 용존 산소와 형  센서로부터 측정된 엽록소농도이

다. 조사기간 동안 32m 깊이에서 평균값 이상의 엽록소농도를 나타내는 시기를 구

분하여 동일한 시기에 측된 물성자료와 성자료, Sea Surface Height (SSH)와 

지형류 vector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간의 상 성을 악하고자 하 다. 5월 21부터 

6월 24일에 사이에 나타나는 고농도의 엽록소 출  시기는 선의 심축이 남북방

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온의 수직구조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등온선이 얕아지는 

시기이다. 그에 따라 심층에 존재하던 차갑고 양염이 풍부한 물이 상층으로 공

되면서 상층에서 식물 랑크톤의 성장이 진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8월 10일부

터 9월 2일 사이에 나타나는 고농도의 엽록소 변동은 선의 심부에 조사지 이 

치하게 되는 시기이며, 심층에 존재하던 차갑고 양염이 풍부한 물이 상층으로 

공 되면서 상층에서 식물 랑크톤의 성장이 진되어 고농도의 엽록소가 찰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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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해양관측위성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근해 부유사변동 분석

이민선*1, 박경애2,3

1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 
3서울 학교 해양연구소

  부유사는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요한 환경요소이며, 가시 센서로 그 농도 추

정이 가능하여 원격탐사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다. 부유사는 육지에서 먼 

해양에 비해 연안에서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한반도 주변은 동해와 같은 먼 

바다의 맑은 해수에서 0-1 mg/l, 여러 강의 하구와 맞닿은 서해안에서는 1-10 

mg/l의 높은 농도가 측된다. 연안의 해수는 변동속도가 빨라, 기존의 극궤도해

양 측 성이 하루에 한번씩 측하는 일주기보다 더 짧은 주기의 변동을 보일 

것으로 상되어 왔다. 정지궤도해양 측 성의 운 은 높은 공간해상도로 한반

도 주변 연안  외해에서의 1시간 간격의 변동을 측할 수 있게 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연안의 부유사농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 고, 시간에 따른 부유사농

도 변동의 요인을 제시하 다. 성 상으로 계산한 부유사농도는 공간분포를 

측하는데 하지만, 그 값의 오차범 가 0-1 mg/l 정도 나타났으며 이는 기

보정, 일사량보정 등에서 기인한 오차로 여겨진다. 이런 한계 을 극복하기 해 

한 상에서 부유사농도의 공간구배를 계산하고, 그 결과들 간의 시간에 따른 변

동을 분석하 다. 부유사의 이동방향  속도를 계산하고, 부유사의 이동 원인으

로 추정되는 요인들과 정량 으로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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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Accuracy and Retrieval of the 

Coefficient of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NOAA/AVHRR Data in the Seas around Korea

Eun-Young Lee1and Kyung-Ae Park2

1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s one of the key parameters for the weather forecast and 

climatology prediction by the air-sea interactions. More accurate satellite data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weather prediction. In this study, SSTs from 

NOAA/NESDIS data were evaluated in the Seas around Korea with satellite-tracked drifter data. 

The cotemporal and collocated data have been collected and compared each other. A total 6,177 of 

matchups between satellite data and drifter data were acquired for the period of 2005-2010. The rms 

errors of Multi-Channel SSTs (MCSSTs) and Non-Linear SSTs (NLSSTs) were evaluated to less 

than 1℃ in most of the cases. However, the errors revealed dependencies on atmospheric and 

oceanic conditions. There were significant errors in the estimation of the satellite SST. The error 

should be corrected before they are used as the input data in the numerical model.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trieval and validation of satellite SSTs should be continuously performed 

for diverse region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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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ed seasonal variation of freshwater budget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박태욱, 장찬주,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 freshwater budget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YECS) 

using a global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with a regional focus on the YECS. A 

freshwater budget analysis finds that major freshwater contributors over the YECS change 

seasonally. In summer, freshwater inflow from Changjiang and positive precipitation minus 

evaporation (P-E) dominates freshwater outflow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resulting in net freshwater gain in the YECS. In winter, evaporation, intensified by strong 

winds, dominates freshwater inflow from Changjiang and precipitation, while net freshwater 

transport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is negligible, causing freshwater loss in 

total over the YECS. Although P-E has often been assumed to be negligible by supposing 

that the annual mean of precipitation is nearly equal to that of evapo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E needs to be included in the seasonal freshwater budget in the YECS.

I 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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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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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del and M 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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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water Transport

 Freshwater transports through the Taiwan and the Korea Straits, and across the shelf 

break along the 200 m isobaths are estimated. Equation (1) estimates freshwater transport 

(F) through a section A. This formula also has been used for the freshwater budget 

estimation in the Arctic Sea (e.g. Condron et al., 2009) and the South China Sea (e.g. Fang 

et al., 2009).

 

    



  
                                                           (1)

 where  is the salinity in a given section and  is the reference salinity (35.0 psu) that is 

a simulated maximum salinity in the YECS and is the velocity of current across the 

section.

R esults

  Figure 2 depicts seasonal variations of precipitation, evaporation, and the CRD. The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are integrated over the YECS shallower than 200 m. Input 

forcing field prescribes precipitation, while the model calculates evaporation. The 

precipitation exhibits strong seasonal variation with a maximum value (0.042 Sv) in 

summer and a minimum value (0.015 Sv) in winter. The annual mean (0.026 Sv) of 

precipitation is as large as that of CRD (0.028 Sv). The modeled evaporation is weak in 

summer and strong from autumn to winter, thereby causing negative P-E from September 

to the following March. Thus, the YECS gains freshwater in summer due to both positive 

P-E and CRD, while it loses freshwater in winter mainly by more evaporation than 

precipitation.

  Figure 3 shows seasonal variations of the freshwater transport (FWT) through the 

Taiwan and the Korea Straits, and by the Kuroshio intrusion. Freshwater transport is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1) using a maximum salinity in the YECS as a reference 

salinity (Sref=35.0psu). Mean freshwater transport through the Kuroshio intrusion has a 

maximum value (FWT = 0.021 Sv) in October and a minimum value (FWT = 0.0003 Sv) 



in July, and an annual mean value (FWT = 0.009 Sv). Mean freshwater transport through 

the Taiwan Strait has a distinct seasonal variation with a maximum value (FWT = 0.079 

Sv) in July and a minimum value (FWT = 0.020 Sv) in January. Mean freshwater 

transport through the Korea Strait has a maximum value (FWT = 0.100 Sv) in August 

and a minimum value (FWT = 0.023 Sv) in February.

  Figure 4 compares the seasonal cycles of surface freshwater transport (CRD,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over the YECS and net freshwater transport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In summer (June-July-August), the amount of surface 

freshwater inflow (0.070 Sv) is larger than that of net freshwater outflow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0.021 Sv), causing the YECS to gain freshwater (0.051 Sv). 

In winter (December-January-February), surface freshwater loss (0.041 Sv) is dominant in 

determining net freshwater loss, while net freshwater transport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is negligibly small (0.004 Sv).

  Schematic diagrams of the YECS (Fig. 5a, b) illustrate the freshwater budget in the 

summer and winter, and summarize quantitative estimation of each component for the 

freshwater budget. In summer (June-July-August), both CRD (0.045 Sv) and P-E (0.026 

Sv) are major freshwater sources, while net freshwater outflow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0.021 Sv) contributes to freshwater loss. In winter 

(December-January-February), freshwater loss by strong evaporation is dominant showing 

P-E of -0.053 Sv. Net freshwater gain (0.039 Sv) from spring to summer is compensated 

with net freshwater loss (0.038 Sv) from autumn to winter, hence the annual mean of 

freshwater budget is close to zero (Fig. 5c).

D iscussion

  Precipitation over the YECS has a distinct seasonality with a maximum value in summer 

and a minimum value in winter, showing that the annual mean precipitation integrated over 

the YECS is as large as the CRD. Dominant freshwater loss in winter over the YECS is 

caused by strong evaporation that is due to intensified wind speed. Therefore,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need to be included in investigating the seasonal variation of salinity in 

the YECS, although the P-E in annually-averaged freshwater budget is less important than 

both CRD and freshwater advections because large precipitation in summer is compensated 

with strong evaporation in winter.

  We investigated the contribution of P-E over the whole YECS to the freshwater budget. 

However, the proportion of P-E to total freshwater transport could be locally varied. When 

we choose the area where CRD passes ranging from the Changjiang river mouth to the 

Korea Strait, the P-E decreases the area-averaged salinity by 0.02 psu from spring 

(March, April, May) to summer (June, July, August). The salinity decrease is negligible 

compared with the total salinity decrease (0.47 psu) during the same period, representing 

that the P-E contributes to only 4% of the total salinity decrease. Nevertheless, over the 

whole YECS the amount of P-E is about half as large as the CRD, suggesting that P-E 

needs to be included when we consider the entire YECS in terms of freshwater budget.



  The freshwater gain or loss of the YECS contributes to enhancing or weakening 

upper-ocean stratification. Particularly in summer, enhanced stratification contributes to 

maintaining a warm sea surface through a barrier layer formation (Park et al., 2011). 

Moreover, enhanced stratification from surface freshwater gain would affect intensities of 

typhoons over the freshwater mass, when the warm surface provides heat and moisture 

energy to the atmosphere. Hence, investigation of freshwater budget in the YECS is crucial 

to understand oceanic thermal and haline responses to freshwater flux.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s the seasonal variation of the freshwater budget of the YECS, based 

on a global OGCM that permits estimation of volume and freshwater transports by CRD, 

P-E, and freshwater transports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The freshwater 

budget analysis includes CRD, precipitation, evaporation, and freshwater advection by both 

strait-through flows and the Kuroshio intrusion. In summer, freshwater inflow from CRD 

and positive P-E dominates net freshwater outflow through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resulting in net freshwater gain in the YECS. In winter, evaporation that is 

intensified by strong wind dominates freshwater inflow from both CRD and precipitation, 

while net freshwater transport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is negligible, 

resulting in freshwater loss in total over the YECS.

  The freshwater budget analysis finds that P-E shows a distinct seasonality and 

contributes to the seasonal variation of the freshwater budget of the YECS, although the 

P-E in an annually-averaged freshwater budget is a minor freshwater component. 

Freshwater transport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contributes to freshwater 

export from the YECS particularly in summer, while it is negligible in winter. This finding 

suggests that freshwater budget analysis on a seasonal time scale in the YECS requires 

data for P-E, freshwater transports by both strait-through flows and the Kuroshio 

intrusion, as well as the CRD. However, direct observations on all the components are not 

yet sufficient to estimate the freshwater budget. Therefore, a global OGCM is a useful tool 

to analyze the freshwater budget over regional seas like the YECS, when surface 

freshwater transport and freshwater advection are crucial components in the freshwater 

budget analysis.



Fig. 1. Geography and model topography (unit: m) in the YECS. Three sections (A, B, C) 

for calculating freshwater transports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Model 

volume transports through the sections (A~D) are compared with observation to verify the 

transports.

Fig. 2. Seasonal variations of surface freshwater transport components in Sv. P and E 

represent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respectively. The P and E are integrated in the 

YECS shelf shallower than 200 m.



Fig. 3. Monthly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freshwater transports by strait-through 

flows and Kuroshio intrusion. Vertical bars denote standard deviations.

Fig. 4. Seasonal variations of surface freshwater transport (annotated with CRD+P-E) and 

net freshwater advections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annotated with 

freshwater transport by advection). Solid line denotes net freshwater transport between the 

surface freshwater transport and the freshwater transport by advection. Positive (negative) 

values mean freshwater gain (loss) in the YECS.



Fig. 5. Schematic diagrams showing the freshwater budget in (a) summer, (b) winter, and 

(c) annual mean. Freshwater transport across the boundaries around the YECS is 

calculated using the reference salinity which is a maximum salinity (Sref=35.0psu) in the 

YECS. Arrows indicate the directions of freshwater transport, and values in the boxes 

denote amount of freshwater in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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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가루, 소야 해협을 통한 대마난류 유출양의 
계절변화에 대한 연구 

 

 한수연1, 승영호1, 임은표1,2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 부설연구소 

 대한해협을 통하여 동해로 유입된 대마난류는 쓰가루해협(Tsugaru strait)과 소야해협(Soya 

strait)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며, 쓰가루 해협은 소야해협에 비해 수송량은 크지만 수

송량의 계절변화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와 바람자료를 분석하여 보

았다. 고도계 자료의 분석 결과, 해협 양단의 해수면 경사가 수송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쓰가루, 소야 해협의 수송량은 해저 마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마찰을 고려한 island-rule을 적용하여 바람자료로부터 두 해협을 통한 수송량을 계산

하였다. 계산 결과, 쓰가루 해협의 수송량이 소야 해협의 그것보다 크나 계절변화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관측(모델)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해협에서 수송량의 계절변화는 북태평양의 바람장이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

하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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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궤 도  학 성 을  활 용 한  한 반 도  남 서 해 안 

클 로 로 필 - a  농 도 의  변 동 성 과  조 류  변 화 의  향 

박지은1 ․ 박경애2

1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151-742
2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은  지구규모의 변동이 작게 나타나는 연안해양이지만 가장 잘 표

되기도 한다. 그 에서도 목포 앞바다는 다른 해역에 비하여 여러 가지 해양물리-생태 인 지

표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수심이 낮고, 조류가 강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클로로필

-a는 주변 환경에 빠르게 반응하는 해양생태계의 요한 지표  하나이다. 따라서 격하게 

변화하는 남서해안의 해양환경을 이해하기 해서는 클로로필-a 농도의 변동성과 변동성을 주

도하는 물리 인 요인을 정량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단 로 한반도 

주변해를 촬 하는 GOCI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맑은 날에 속하는 2011년 4월 11일과 4월 

28일의 목포 앞바다를 포함한 남서해안 클로로필-a 농도의 변동성과 조류와의 계를 살펴보

았다. GOCI 클로로필-a Level-2 hourly 자료의 공간간격은 500m×500m이고, 도 33~36°N, 경

도 124~128°E를 연구해역으로 설정하 다. 1시간 간격의 클로로필-a 농도 공간구배 벡터를 구

하기 하여 Maximum Cross Corelation을 계산하 다. 클로로필-a 농도의 공간구배는 시간에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 는데 이는 같은 시간 의 조류의 이동 방향과 유사하 으며 이동 속

도 한 조류의 평균 속도 범  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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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Scale and Elliptic Characteristics of Mesoscale Eddy 

in the East/Japan Sea

               

우혜진1, 박경애2

1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Mesoscale eddies not only transport heat and physical and biochemical water properties but also 

effect on the ecosystem in the ocean. Spatial scales of mesoscale eddies are of importance to 

understand physio-biogeochemical process in the East/Japan Sea.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images revealed lots of eddies during phytoplankton 

bloom in spring. These eddies were manually digitized to obtain geolocation information at the 

peripheries from GOCI images, and then least-square fitted to each ellipse. The spatial scales of 

the eddy identified with mean radius ranged from 10 km to 75 km and tended to be smaller in the 

northern region. This tendency has dependence on the latitudinal variation of internal Rossby 

radius of deformation. That originated from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density structure of water 

column. The scales from SST image were relatively bigger by 1.37 times than those from ocean 

color image. This implies that physical processes along the periphery of eddy might potentially 

affect nutrient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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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폐쇄 인 천수만 해역의 랑크톤 군집 변화

이재 1, 박 철1, 이두별2, 이상우1

1충남 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기후연구부

  반폐쇄 인 구조의 천수만에서 환경요인과 동․식물 랑크톤 군집과의 계를 악해 보

았다. 식물 랑크톤 군집은 계 에 따라 변하는 일사량과 수온 그리고 담수 유입에 따른 

양염 공 에 의해 조성변화가 일어났으며,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에 서해 연안의 다른 해역

에서보다 큰 폭으로 변화하 다. 담수 방류가 겨울철(2월)에는 규조류의 증식에, 여름철(7～8

월)에는 표층에 한해서 와편모류의 증식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식물 랑크톤  

규조류 군집은 크기별 천이 상이 측되었다. 동물 랑크톤은 먹이농도와 수온, 염분에 의

해 군집의 구조가 변하고 있었으며, 주성분 분석 결과 계 변화와 그에 따른 식물 랑크톤 

존량 변동에 약 32%, 담수방류에 의해 약 17%정도의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

다. 과거 1985-1986년, 1991-1992년과의 비교에서 주요 우 종인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sensu lato, Centropages abdominalis는 비슷한 계 별 변동과 조성률을 보 으나 출

양은 과거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하 고, 요각류 이외의 다른 분류군에서는 조성의 변화가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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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식물 랑크톤의 시․공간  단기변동

박경우, 임월애, 강미정, 서 상, 김 숙
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1

 진해만에 출 하는 식물 랑크톤을 정량 분석하여 종조성과 분포를 시․공간 으로 악하고, 

군집의 변화와 환경요인과의 계를 이해하기 해, 진해만 주변해역 15개 정 에서 2011년 1

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1회씩 총 12회 조사하 다. 식물 랑크톤은 총 161종 출 하 으

며, 이  규조류가 98종, 와편모류가 59종, 유 나류가 1종, 황 색조류가 3종 출 하 다. 

규조류 에는 Chaetoceros 속이 21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 하 고, 와편모류 에는 

Protoperidinium 속이 15종으로 가장 많이 출 하 다. 조사 기간 동안 식물 랑크톤의 개체

수는 각 정 에서 4.0 × 103 ～ 9.0 × 107 cells/L의 범 로 나타났다. 2월 정  5에서 가장 많

았으며, 12월 정  13에서 가장 었다. 계 별로는 여름철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나타났으며, 

가을철에 가장 은 개체수가 나왔다. Chl-a의 경우 여름철에 평균 값이 가장 높게(13.19 

ug/L)나타났으며, 철에 평균 값이 가장 낮게(3.44 ug/L) 나타나, 식물 랑크톤의 존량과 유

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정량 분석 결과 우 종의 경우, 철 Leptocylindrus danicus, Pseudo-nitzschia spp.이 나타

났으며, 여름철 Dactliosolen fragilissimus, Pseudo-nitzschia spp.이, 가을철 Chaetoceros spp., 

Skeletonema spp.이, 겨울철 Thalassiosira spp., Chaetoceros spp.이 우 하여 계 별 종 특이

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  조사 해역에서 정 별 우 군의 종과 비율이 차이를 보 다.

 조사된 결과 진해만에서 출 한 식물 랑크톤의 존량은 수심이 비교  낮은 진해만 동부 

해역에서 많이 나타냈으며, 서부 해역은 동부해역에 비해 비교  게 나타나 두 해역간의 차

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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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 성 GOCI을 이용한 녹조(green algae bloom)의 탐

지  이상 분포 추

              

손 백*,유주형*,박 제*,유정미*,한희정*,민지은*,이보람*,박 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요약문

2008년 여름 칭다오 근해, 동 국해 그리고 한국 남해 연안에서 규모 녹조가 출 하

다. 가시 래 종인 이 녹조 상은 여름철에 가끔씩 발견되기는 했지만 2008년처럼 규모로 

연안지역에 발생된 것은 처음이었다. 2008년 발생된 녹조는 약 600 km
2

 지역을 걸쳐 분포하

고, 약 30,000 km2 지역에 향을 미쳤다. 이런 녹조를 성을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모니

터링하기 해서 2010년 세계 최  정지궤도 해색 성인 GOCI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색 성 GOCI를 이용한 녹조 모니터링 연구는; 1) 해색 성 GOCI에서 녹조를 찾고 구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과, 2) 2011년과 2012년 황해  동 국해 지역에서 녹조의 이상 포를 

모니터링 하 다. 

해색 성 GOCI을 이용한 녹조 탐지 알고리즘은 장 측  성에서 획득한 장별 

반사도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녹조의 학  특성은 555, 745, 865 nm에서 반사되고, 660, 

680nm에서는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Index of floating Green 

Algae for GOCI(IGAG)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기존의 NDVI, EVI 방법들과 비교하 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11년과 2012년 황해  동 국해에 분포된 녹조를 모니

터링 했다. 2011년 6월에 처음 국 칭타오에 발견된 녹조는 한 달 후인 2011년 7월 18일 황부 

부  동 국해에서 거 한 녹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2년 2월 지 까지 녹조가 발견되

었던 지역이 아닌 만 근처에서 녹조를 발견하 고, 3월에 거 한 녹조가 동 국해 남부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상 인 규모 녹조 상은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와 해양 생물의 

생존에 이며 특히 연안 지역의 어업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표층에 수 m의 두께를 

가지고 두껍게 부유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 으로의  투입을 차단하여 해양 생

태계의 1차 생산자인 클로로필의 생존에 큰 향을 미침으로써 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깨

뜨리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keyword : GOCI, ocean color, floating green algae, green tide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유류·유분산제에 한 부착성 미세생물군집의 반응특성

  
              

손문호, 백승호, 심원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해양유류오염 사고 이후 신속하고 효과 인 방제를 해 사용되는 유분산제(oil dispersant)는 

표 생물(pelagic organism)에 독성을 유발하여 생물체의 생리 인 기능을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착성미소생물군집(periphyton)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 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분산제가 부착성미소생물군집-미세조류, 박테리아, 

HNF(heterotrophic nano-flagellates)-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20% 희석된 

CEWAF(Chemical enhanced water accommodated fractions)을 이용하여 microcosm 실험을 

수행하 다. CEWAF로 처리된 실험구의 PAHs의 농도는 기 141.1 μg L
-1

 로 찰되었으나

(naphthalene과 phenanthrene이 체의 75% 이상), 실험 9일째 3%로 감소하 다. 실험결과 

CEWAF 처리군에서, 1) 부착성미세조류는 낮은 개체수와 성장을 보 고, 2) 부착성박테리아는 

기에 격하게 증가한 후 차 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고, 3) 부착성HNF는 부착성박테

리아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증가하 다. 부착성미세조류는 CEWAF 처리군에서 높은 PAHs 농

도에 의해 성장에 해를 받아 조구에 비해 극히 낮은 개체수를 보인 것으로 단된다. 부착

성박테리아는 CEWAF처리군에서 배출된 높은 탄소원을 이용하여 지속 으로 성장을 유지하

으며, 9일 이후 PAHs의 농도가 격히 어든 시 부터 부착성박테리아의 개체수 한 

차 낮아졌다. 특히 CEWAF 처리군에서 실험 2일째에 질산염 농도의 격한 감소와 함께 암모

늄 농도가 증가하 고, 그 이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질소기원의 양염은 순차 으로 감소하

으나, 부착성미세조류 Entomoneis sp.의 일시  성장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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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y and molecular phylogeny of a new 

heterolobosean amoeboid Selenaion koniopes n. gen., 

n. sp., isolated from the Wieliczka salt mine

Jong Soo Park
a

, Johan F. De Jonckheere
b

, Alastair GB Simpson
c

a
경북 학교 해양학과

b
Research Unit for Tropical Diseases, Belgium

c
Department of Biology, Dalhousie University, Canada

We isolated Selenaion koniopes n. gen., n. sp. from 73‰ saline water in the 

Wieliczka salt mine, Poland. The amoeba had eruptive pseudopodia, a prominent uroid, and 

a nucleus without central nucleolus. Cysts had multiple crater-like pore plugs. No 

flagellates were observed. At ultrastructural level, the amoeba shared several typical 

heterolobosean features: flattened mitochondrial cristae, mitochondria associated with 

endoplasmic reticulum, and an absence of Golgi dictyosomes. Two types of larger and 

smaller granules were sometimes abundant in the cytoplasm, presumably due to cyst 

formation. Mature cysts had a fibrous endocyst that could be thick, plus an ectocyst that 

was covered with small granules. Pore plugs had a flattened dome shape, were bipartite, 

and penetrated only the endocyst. Molecular phylogeny and secondary structure of 18S 

rRNA sequence strongly confirmed assignment to Heterolobosea. The organism was not 

closely related to any described genus, and instead formed the deepest branch within the 

Heterolobosea clade after Pharyngomonas, with support for this deep-branching position 

being moderate (i.e. maximum likelihood bootstrap support - 67%; posterior probability - 

0.98). Cells grew at 15-150‰ salinity. Thus, Selenaion koniopes is a halotolerant, probably 

moderately halophilic heteroloboseid, with a potentially pivotal evolutionary position within 

this large eukaryo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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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에 의한 해양바이오에 지 개발의 경제  

가치  효과 분석

      

                    김태 (한국해양연구원)

                    유승훈(서울과학기술 학교)

                    박세헌(한국해양연구원)

                    표희동(부경 학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하고 기후변화 약에 응하는 동시에 에 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시 에서의 신성장동력을 이어

가기 한 신재생에 지원으로 각 을 받고 있는 것 의 하나가 바이오에 지이

다. 최근에는 바이오에 지  해양바이오 에 지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오

매스인 해조류가 식량작물에 비하여 뛰어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 으로 해

양바이오에 지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풍부한 해양수자원인 원  온배수를 이용하여 고수온에서 성장이 

빠른 해양미세조류(식물성 랑크톤)의 량 배양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해양바이

오에 지의 잠재  생산량 등을 감안한 개발 사업의 경제  성립 가능성에 주목하

여 경제  편익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에서 용 가능한 량배양기술, 지방 환기술, 추출기술 등을 통한 생

산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실시하여 시장규모 증가분에 부가가치율, 사업화 성공률, 

R&D 기여도, 사업기여율을 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편익을 추정하 다. 한 

산업연 분석을 통하여 특정 부문의 변동이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 어 분석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 다. 

이를 통해, 향후 투자 여부의 결정  정투자 수  결정시 요한 정량  자료

로 활용하고, 목표탐색법을 통하여 경제성을 얻기 한 미세조류 특성, 지방함량, 

추출률 등 바이오연료의 조건과 개발시스템의 방법 도출 등 경제 으로 성립 가능

한 개발조건의 구체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개발시스템의 기술요소의 목표치 

제안과 함께 해양바이오에 지 개발 정책의 객 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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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Kompsat-2 image to estimate 
distribution of seagrass beds at Deukryang Bay, 

Korea

김근용1, 엄진아2, 최종국2, 유주형2, 김 용1

1
남 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Despite the ecological importance of segrass beds, their distributional data in Korean 

coastal waters is still limited. Here, we used hydroacoustic system for collecting accurate 

ground truth data, and Kompsat-2 (4 m spatial resolution) image for detection of seagrass 

beds. The area of seagrass beds from satellite image classification was underestimated 

compared to hydroacoustic survey result. Nonetheless, the accuracy of Kompsat-2 imag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field reference data showing 90% (Kappa = 0.85) for the three 

class map (seagrass, unvegetated seawater and aquaculture). The agreement between the 

satellite image classification and the hydroacoustic result was 77.1% for the seagrass 

presence/absence map. Our results showed that the Kompsat-2 image is desirable for 

seagrass mapping with resonabl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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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of eelgrass (Zostera marina L.) to ocean 

acidification during the winter months: a mesocosm study

김주형, 강은주, 공병주, 김근용, 김광용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Anthropogenic CO2 causes ocean acidification, and it leads various responses on coastal 

organism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carbon species. We conducted mesocosm study to 

evaluate the effe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Zostera marina (a marine flowering plant) during 

the winter (10 Jan -10 Mar). The mesocosm system was consisted with 9 cylindrical tanks (ca. 

1.35 m
3

 with transparent plexiglass). Z. marina were transplanted to mesocosm tanks 

(25-individual in each tank). Target CO2 concentration seawater (ambient: ca. 250 ppm, ×2: ca. 

500 ppm, ×4: ca. 1000 ppm) was provided into the tanks with 8 L min-1 water flow rate. 

Chlorophyll a fluorescence, photosynthesis, and growth rate were obtained after 2 months 

exposure on each condition. Although the efficiency of light utilization and maximum electron 

transport rate were enhanced under increased CO2 concentration, maximum quantum yield was 

decreased as CO2 increased. Photosynthesis and growth rate were increased at doubled CO2 

treatment, but Z. marina that grew in highest CO2 condition was not shown any difference to 

ambient condition. If our results express future oceanic conditions responses, we suggest the Z. 

marina required optimal CO2 concentration for photosynthesis and growth, however they spend 

more energy to activate photosynthetic apparatus after optimal CO2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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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자원화 방안 연구

박세헌, 김태 , 양희철, 노충환(한국해양연구원)
  

  해수자원화 연구는 정부의 융복합기술 우선 정책  녹색성장 기조를 변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어민 소득증 와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발  가능성으로 인해 종합 ·체계 인 이용․ 리 방안이 요

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  미래 이슈  니즈 분석, STEEP 분석, 핵심역량분석

(SWOT), 기술완성도(TRL) 분석, 특허맵 분석 등을 통하여 원  온배수를 활용한 

연구개발 수요를 분석하고 해양에 용될 수 있는 연구 분야와 핵심 개발기술의 정

책정보 제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 다.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에 지 생산·실증 

시설, 농·수산물 생산 시설, 해난재해 문교육·훈련센터 등의 주요사업 아이템을 

발굴하 으며, R&DB 모델 창출과 함께 원  온배수의 청정성과 안 성 입증  

이미지 제고 방안 등을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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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49 물질을 이용한 Akashiwo sanguinea의 살조능 평가 

주혜미, 백 승호,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장목만에서 발생한 와편모조류 Akashiwo sanguinea를 제어하기 한 목 으로 최근에 

개발된 살조물질 Thiazolidinedione 유도체 TD49물질(살조제)을 이용하여 규모가 다른 배양

(small scale(SS), middle scale(MS), large scale(LS))조건하에서 그들의 살조능을 악하 다. 

그  SS 실험과 MS 실험에서는 TD49 최종농도가 2µM로, LS 실험에서는 1µM로  각각 평

가하 다. 그 결과, 모든 TD49 처리군에서는 A. sanguinea의 개체수가 히 감소하 으며, 

배양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차 으로 심목 규조류(centic diatom; <10 µm)가 찰되면서 

A. sanguinea에서 규조류로 환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TD49에 의해 A. sanguinea가 살조

되면서 다른 식물 랑크톤 개체수 증가에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A. sanguinea가 쉽

게 분해되는 것은 extracellular 물질과 련 있다고 생각되었고, TD49 처리군에서 pH가 

히 감소한 것은 A. sanguinea 분해과정에서 발생한 박테리아에 의한 Heterotrophic 

metabolisms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결과 으로 TD49 물질은 부 양화 상태에서 발생하는 A. 

sanguinea를 선택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우수한 살조물질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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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shiwo sanguinea 조 발생과 단기 분포특성

  
              

손문호, 백승호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2011년 추계와 동계에 걸쳐 장목만에서 Akashiwo sanguinea (>90% 단일종)의 조가 발생

하여, 그들의 조 발생 직후부터 소멸할 때 까지 장목만의 5개 정 에서 매일 2회(간조, 만조) 

조사하여, 단기  분포와 환경요인과의 상 계를 악하 다. 조발생 기에는 10 x10
3

 

cells mL-1의 극히 높은 개체수가 일정기간 찰되었고, 그 후 2개월 동안 개체수의 증가와 감

소가 반복되면서 소멸하 다 (20,000 ∼ 2 cells mL
-1

). 양염과의 상 계에서 인산염 농도

와 A. sanguinea 개체수와 높은 양(+)의 상 성 (p<0.05)을 나타낸 반면, 규산염과 질산염은 

유의한 상 성을 보이지 않았다 (p>0.05). 11월 18-19일 사이 2일에 걸쳐 내린 강우가 100 

mm 정도로 측되었고, 강우 이후 높은 양염 농도가 찰되었다. 강우 이후 4일 동안 A. 

sanguinea 개체수도 장목만 내측에서 지속 으로 높게 나타났다. A. sanguinea는 수온에 강

한 내성을 가지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2월 말에 차 낮아지는 수온조건에

서 개체수 도가 감소하면서 단계 으로 소멸하 다. 한 장목만에서 발생한 A. sanguinea 

조는 단주기성 조석의 차이에 따라서 집 과 분산을 반복하 고, 특히 간조시 만 최내측의 

정 에서 높은 도를 보 고, 만조시에는 개체수가 만 체에 걸쳐 분산되는 특징을 보 다. 

결과 으로 그들의 조 발생은 인산염 농도와 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그들의 소멸

은 수온의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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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logical informa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 Gamak Bay: A sediment trap study

              

Hyeon Ho Shin1, Jong Sick Park2, Young-Ok Kim3, Seung Ho Baek3, 

Dhongil Lim3 and Yang Ho Yoon2

1Library of Marine Samples, KORDI
2Chonnam National University

3South Sea Institute, KORDI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pecies composition and produc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cluding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ykrikos species, a sediment trap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2005 to June 2006 in Gamak Bay, Korea. Thirty-two dinoflagellate cyst 

taxa were identified in the sediment trap samples, and the 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were 

found to be dominated by cysts of Polykrikos kofoidii, Scrippsiella trochoidea, Brigantedinium 

spp., P. schwartzii, Gymnodinium catenatum and Ensiculifera carinata. The flux of dinoflagellate 

cysts ranged from 0.10× 10
5 
to 35.97× 10

5 
cysts m

-2 
day

-1
, and the highest flux occurred during 

summer, and was driven completely by the flux in the production of Polykrikos kofoidii and P. 

schwartzii cysts. The growth and timing of the production of cysts of Polykrikos species seemed 

to be related to the appearance of G.catenatum and S. trochoidea as prey. The  assemblages of 

dinoflagellate cysts in surface sediments from Gamak Bay, and their seasonal changes, were 

very similar to those in the sediment trap samples, which suggested that the monitoring of 

dinoflagellate cysts in sediment samples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Gamak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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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연안의 랑크톤 군집변화

이상우, 송혜 , 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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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까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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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말류인 Melosira spp., Coscinodiscus spp. 70% 이상 

유하 고, 철부터 와편모류인 Protoperidium spp.의 출 이 두드러 졌다. 여름철에는 규

조류보다 와편모류가 더 우 하는 양상을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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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는 26개 분류군으로 증가하 다.

  동물 랑크톤의 경우는 겨울철 이후 증가하여 여름철에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보 다. 계 별로는 겨울과 에는 Acartia hongi가 체의 25～80%, 여름에는 2011년을 제외

한 나머지 년도에서 Evadne tergestina가 20～30%의 조성률로 우 하며, Paracalanus parvus

는 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 에 10% 이상의 조성률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서 찰되는 일반 인 경향과 유사하 다. 연간 평균 개체수는 2008년 355 indiv./m
3

, 

2009년 2,087 indiv./m
3

, 2010년 3,339 indiv./m
3, 

2011년 2,647 indiv./m
3

 로 2008년 이후 증가하

는 양상을 보 다. 사고 직후인 2008년 겨울에 육식성 모악동물이 최우 하는 교란 상이 일시

으로 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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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간 섭식량과 섭식률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면에서 

유류사고의 향은 계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보다는 더 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랑크톤의 

짧은 생활사와 해수에 따라 유입 유출되는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이러한 빠른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 본 내용은 2011년 춘계 학술발표 회 발표내용에 지난 1년의 추가 취득자료를 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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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각류 난 부화율에 한 빈산소의 향 연구: 

Ⅰ. 여름철 마산만 seabed 환경과 요각류 난 도

장민철, 신경순, 서민호, 이우진, 강정훈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

1. 서 론

 세계의 연안역에서 부 화와 성층 형성에 기인한 빈산소(hypoxia, <2.8 mg L-1 O2)  

무산소 수괴(anoxia)의 발생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서 생태계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Diaz, 2001). 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빈산소  무산소 수괴가 발생한 해역을 

‘dead zone’이라고 칭한다(Rabalais et al., 2002). 이러한 dead zone은  세계 연안에 400 여곳 

이상이 존재하며(Diaz and Rosenberg, 2008), 우리나라 연안에도 진해·마산만, 가막만, 시화호 

등에서 매년 여름철에 dead zone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9).

빈산소  무산소 환경은 필연 으로 퇴 물의 H2S 농도 상승을 동반한다(Reiffenstein et al., 

1992). 한, 무산소에 기인한 퇴 물의 H2S 농도 상승은 퇴 물 pH의 변화를 유발한다. 즉, 

해수의 정상 pH가 7.9-8.3인 반면에 H2S가 용출되는 퇴 물 공극수의 pH는 6.0-6.5까지 낮아

진다(Vismann 1996, Wang and Chapman 1999). 결국,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  무산소 수괴

의 형성은 해 면에 서식하는 서생물의 생존에 치명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야기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로 서생물을 심으로 빈산소의 향을 평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Pihl et al., 1991; Nilsson and Rosenberg, 1994; Gamenick et al., 1996; Vistisen 

and Vismann 1997; Vopel et al., 1998; Haselmair et al., 2010).

요각류의 부분은 수층내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난들을 낳으며, 이 난들에는 보통 수일내에 부

화하는 subitaneous egg와 불응기(refractory phase) 상태로 부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diapause egg가 포함되어 있다(Grice and Marcus, 1981). 일반 으로 해  퇴 물에는 요각류

의 난이 10
4

-10
7

 eggs m
-2

의 범 로서 매우 높은 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Lindley, 1990;  Marcus, 1995; Uriarte and Villate, 2006; Glippa et al., 2011). 이러한 높은 

도는 육상식물의 'seed bank'와 동일한 의미에서 ‘egg bank'로 표 되며, 높은 도에 기인한 

요각류의 난은 개체군 가입을 한 잠재 인 요한 source 역할을 함과 동시에 

benthic-pelagic coupling의 요한 구성원으로 먹이망내 에 지 흐름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Marcus et al., 1994; Marcus and Boero, 1998). 일반 으로 요각류 난의 침강속도(sinking 

speed)는 해류의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13 m day
-1

 이상인 을 고려할 때(Miller & Marcus 

1994), 연안역에서의 subitaneous egg는 부화되기 까지 수시간에서 수일을 해 면의 퇴 물

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요각류의 난들이 집된 해 면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면, 난들은 부화에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빈산소  무산소, 고농도의 H2S, 

낮은 pH 등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요인들에 의해 난의 부화가 해 받는다면 일차 으

로는 요각류의 개체군 가입이 제한될 것이고, 이차 으로는 해양 먹이망의 건강성에 악화시키

는 결과를 래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성 때문에 요각류 난에 한 빈산소의 향을 평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이 연구들의 부분은 실험실 수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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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the study area.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YSI 6600 DO sensor and Winkler 

methods.

다(Marcus et al.,  1997; Invidia, 2004; Katajisto, 2004; Marcus et al., 2004; Nielsen et al., 

2006).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요각류 난에 한 연구 자체가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빈산소와 연

된 연구 실 은 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여름철 빈산소 상이 가장 범 하게 발생하는 마산만을 

상으로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빈산소의 향을 평가하기 한 기  연구로서  

seabed 환경요인과 요각류의 난 도를 조사하 고, 한 정상  비정상 난의 분포특성을 

악하여 빈산소의 향을 간 으로 평가하 다.

2 . 재 료  방법

2011년 8월에 마산만의 4개 정 에서 seabed의 환경요인, 

요각류의 난 도, 난 형태의 정상유무를 조사하 다(Fig. 

1). seabed의 환경요인으로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의 

물리  요인과 퇴 물(Sediment)의 pH와 황화수소(H2S) 

농도를 조사하 다. Seabed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는 다

항목수질측정기(YSI, 6600V)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이 

장비를 이용할 경우 Seabed에 최 한 근하여 측정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 특히, 용존산소 측정에 이용된 

센서는 매 방식으로서 기존의 Winkler 방법과의 높은 

상 성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 다(Fig. 2). Sedbed의 pH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한 표층 퇴 물 시료는 

퇴 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고안된 코아 채집기(sediment 

corer, 면 : 0.003m
2

)를 이용하여 채집하 다(Fig. 3). 퇴

물 시료는 채집 즉시 공기와의 을 방지하기 해 

한 후 장 수온을 유지시키면서 실험실로 옮겨 3시

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하 다. 퇴 물의 pH  황화수소 

농도의 연직 분포는 미세 극(Unisense, pH 500 & H2S 

50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안정화와 검량을 마친 미세

극은 수직 이동 해상도가 10 mm인 

micromanupulator(Unisense, LS18)에 장착하여 100 mm

씩 퇴 물에 직  삽입하면서 pH  황화수소 농도를 측

정하 다. pH 와 황화수소의 미세 극에서 검출된 류는 

각각 picoammeter(Unisense, PA2000)와 디지털 변환기

(Unisense, pH/mV meter)를 거친 다음 검량선에 의해 최

종 농도를 계산하 다. 특히, 황화수소의 표  용액 제조

와 류에 따른 검량선 작성은 Cline (1969)이 제시한 방

법을 참고하 다.

Seabed에 존재하는 요각류 난의 도를 확인하기 한 퇴

물 시료는 코아 채집기를 이용하여 채집하 다. 실험실

에서 퇴 물의 상부 0.5-1.0 cm를 컷 한 퇴 물을 45 mm mesh로 거른 후 mesh의 잔존물을 

회수하여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 으며, 최종 으로 50 ml tube에 농축하 다. Bogorovo 

counting chamber에 농축 시료의 1 ml를 취하여 여과해수로 희석한 후 해부 미경(Olympus, 



SZX7)하에서 요각류의 난을 3회 반복 계수하 고, 최종 도는 단 체  당 난(eggs m
-2

)으로 

환산하 다. 특히, 난의 도를 찰하는 과정에서 난의 정상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 다.

     
Fig. 3. Sediment corer used in the monitoring of pH, H2S, and copepod 

egg densities in seabed.

3 . 결 과  토의

2011년 8월에 마산만의 조사해역에서 측정된 수온은 표층에서 21.4-22.3℃, 해 면(seabed)에서 

층수에서 17.8-19.6℃의 범 로 만 외측(정  3, 4)에서 표· 층간에 약 4℃ 내외의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4). 표층 염분은 강우의 향으로 인해 26.9-27.7 pus의 낮은 염분 범 를 나

타내었으며, 층의 경우 30.5-31.5 psu의 범 로 만 내측에 비해 외측 정 에서 다소 높았다. 

용존산소는 표층에서 5.1-6.9 mg L
-1

의 범 를 보 고, 층에서는 0.4-1.4 mg L
-1

의 범 로 

빈산소 수괴 형성을 지시하는 2.8 mg L
-1 

이하의 농도가 모든 조사정 에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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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salinity, and dissolved oxygen measured in surface and bottom of Masan 

Bay in August, 2011.

퇴 물과 층수의 경계면(sediment-water interface)을 기 으로 한 퇴 물 pH는 7.74-8.07의 

범 로 내측의 정  2에서 가장 낮았고 외측의 정  4에서 가장 높은 pH를 보 다(Fig 5). 상

으로 만의 외측보다는 내측에서 낮은 퇴 물 pH를 나타내었다. 퇴 물 pH의 수직  분포 

양상에 해 살펴보면, 외측의 정  4의 에서는 퇴 물 하부 10 mm까지의 pH가 7.94-8.07의 

범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내측의 정  1과 2는 수직 으로 각각 7.49-7.82와 

7.53-7.74의 범 로서 퇴 물 하부로 갈수록 pH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퇴 물 pH의 수

직  분포는 H2S의 농도 변동  변화 과정과 한 상 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되며, 이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퇴 물과 층수의 경계면에서의 H2S 농도는 0.34-59.66 μM의 범 로서 정 간에 큰 차이를 

보 다. 내측의 정  1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외측 정  4에서 가장 높아 만의 외측에서 내측

으로 갈수록 H2S 농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Fig. 5). 퇴 물 H2S 농도의 수직  

분포 양상에 해 살펴보면, 내측의 정  1에서는 측정된 26 mm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 고, 특히 퇴 물 하부 20 mm부터는 500 μM 이상의 높은 농도를 유지하 다. 한, 

내측과 앙측의 정  2와 3의 경우 하부 5 mm까지는 100 μM 내외로 큰 폭으로 증가하 으

나 이후부터는 진 으로 200-300 μM 농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반면에 외측의 정

 4는 경계면에서 17 mm까지 0.34-125.13 μM 범 로 진 으로 증가하 고, 이후에는 130 

μM 내외로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 수직  분포에서 앞선 정 들과는 다른 양

상을 나타냈다.

Fig. 5. Profiles of pH and H2S measured in sediment of Masan Bay in August, 2011.

seabed 환경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정 에서 빈산소 상이 발생하 으며 특히, 만의 내측

에서는 무산소(anoxia)에 가까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퇴 물의 내측에서는 

서생물의 생존에 치명 인 고농도의 H2S와 낮은 pH가 찰되었고, 이러한 상은 외측으로 

갈수록 완화되었다.

seabed의 퇴 물에 존재한 요각류 난은 조사정 에서 0.98-2.01 ×10
6

 eggs m
-2

의 도 범 로 

외측의 정  4에서 가장 낮았고 내측의 정  2에서 가장 높은 도를 보 다(Fig. 6). 조사정

간에 약 2배의 차이를 보 으며, 이러한 차이는 우선 으로 난을 생산하는 요각류 암컷 성체 

도의 차이와 난의 집 과 분산에 향을 주는 해류 흐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요각류 난 도의 범 는 다양한 해역에서 조사된 난 도와 비교해 

볼 때 체로 높은 수 의 도에 해당되며, Baltic Sea와 Seine estuary의 조사된 결과

(Viitasalo and Katajisto, 1994; Glippa et al., 2011)와는 유사한 수 이 다(Table 1).



0

0.5

1

1.5

2

2.5

St 1 St 2 St 3 St 4

Eg
g 

de
ns

iti
es

 (x
10

6
eg

gs
 m

-2
)

Fig. 6. Copepod egg densities occurred in sediment of 

Masan Bay in August, 2011.

  

Survey area Egg densities (egg m-2) References

Inland Sea of Japan 3-10 × 106 Kasahara et al., 1975

Northern California coastal waters 0.12-0.19 × 106 Marcus, 1995

Tyrrhenian Sea 0.0016-0.012 × 106 Belmonte et al., 1995

Ionian Sea 0.031-1.07 × 106 Belmonte et al., 1995

Adriatic Sea 0.15-1.19 × 106 Belmonte et al., 1995

Màlaga harbor, Spain 0.19-6.6 × 106 Guerrero and Rodríguez, 1998

Estuary of Mundaka, Bay of Biscay 0.019-0.16 × 106 Masero and Villate, 2004

Estuary of Bilbao, Bay of Biscay 0.008-0.009 × 106 Masero and Villate, 2004

Sällvik, Baltic Sea 1.03 × 106 Viitasalo and Katajisto, 1994

Seine estuary, France 1.42 × 106 Glippa et al., 2011

Gamak Bay, Korea 0.033-3.3 × 106 Jang, 2012(unpublished data)

Masan Bay, Korea 0.98-2.01 × 106(only summer) This study

Table 1. Summary of densities of copepod eggs in various locations.

각 조사정 의 퇴 물에서 발견된 요각류의 난을 상으로 형태를 면 히 찰하여 난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 다. 특히, 정상 으로 부화된 난의 shell에는 유생이 나오는 과정에 crack이 필

연 으로 생성되는데, 이 crack 존재여부로서 empty egg의 정상  비정상 난을 단하 다. 

요각류 난의 정상난과 비정상난의 형태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조사정 에서 정상  비정상

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내측의 정  1에서 비정상난이 77.1%로 다른 정 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외측으로 갈수록 비정상난의 비율은 격히 낮아지는 신에 정상난의 비율이 높아

지는 양상을 보 다(Fig. 8). 이러한 정상  비정상난의 차이는 모든 정 에서 빈산소가 발생

하 다는 에서 산소 하나의 조건에 의해 비정상난 생성에 큰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Marcus (1997)와 Nielsen et al. (2006)의 선행 연구에서도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빈산

소  빈산소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한 요각류의 난이 무산소 환경을 극

복하는 방어 기작(mechanism)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언 한 바 있다. 따라서, 빈산소 형성에 

기인한 퇴 물의 고농도의 H2S와 낮은 pH가 비정상난 발생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빈산소에 기인한 고농도의 H2S와 낮은 pH가 서생물의 생존에 치명 인 향을  

사례는 다양한 해역에서 보고되어 있다 (Pihl et al., 1991; Nilsson and Rosenberg, 1994; 

Gamenick et al., 1996; Vistisen and Vismann 1997; Vopel et al., 1998; Haselmair et al., 

2010). 그러나 요각류 난에 한 H2S와 pH의 향을 평가한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비정

상난의 발생은 해역 생태계로의 유생의 가입이 제한됨을 의미하므로 먹이망의 건강성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빈산소에 기인한 다양한 환경들(Anoxia, pH,  H2S)이 

요각류의 난 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한 연구가 요구된다.

hatched egg shell

crack

Normal eggs

unhatched egg shell

no crack

Abnormal eggs

Fig. 7. Normal and abnormal types of copepod eggs occurred in 

sediment of Masan Bay in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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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ve composition of normal and abnormal eggs 

occurred in sediment of Masan Bay in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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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variable regions (V1-V9) with a large 

dataset of the dinoflagellate 18S rRNAs for the 

taxonomic and diagnostic applications

Jang-Seu Ki* 

(Dep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DNA-based tools are very effective for the species discriminations of microscopic-size 

organisms, including dinoflagellates. This study evaluated taxonomic discrimination power 

of individual hyper-variable regions (V1 to 9, absence of V6 in eukaryotes) found in 18S 

ribosomal DNA sequences by including 78 species and 9 orders of the dinoflagellates. The 

complete 18S rDNA of the dinoflagellates ranged 1,784 to 1,806 nt. in length, of which 

consists of eight V regions with total 678 to 699 nts. More than 100 nt. was recoded in 

the V2, V4, and V8. Parsimony analysis showed that the V2 region had the highest scores 

(83.5%) of parsimonious informative site (PI). Relatively high nucleotide divergences were 

detected in V1, V2, V4 regions. Statistic analysis showed that divergence of each V 

region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of individual Vs compared with those of full 18S rDNA 

and core regions. In addition, DNA similarities of V2 were considerably low (less than 

93%) among the same genus. These represent that the V2 have the highest taxonomic 

resolving power within the 18S rDNA. This suggests that DNA sequence of both the V2 

and its adjacent regions (e.g. V1 to V4) may be the best for DNA taxonomy in 

dinoflagel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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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라이보조말 RNA (rRNA) 마커를 이용한 조생물 

Prorocentrum의 분자계통학  연구

천주용, 기장서*

(상명 학교 그린생명과학과)

와편모조류 Prorocentrum은 해양  기수역에 리 분포하는 종으로, 일부 종은 유해 조류 발생

(harmful alga blooms)을 유발하기도 한다. 지 까지 Prorocentrum 의 분류, 생태, 생리  특성에 한 연구

가 많이 실시되어져 왔다. 이들은 뚜렷한 외각(theca)을 갖고 있어 형태 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최근에는 

Prorocentrum의 분자계통학  분류를 해 핵 rRNA가 마커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Prorocentrum은 두 개의 

분리된 계통 군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Prorocentrum의 18S, 28S rRNA를 이용하여 유 자 

변이  분자계통분석을 실시하 다. 한 각각의 계통 군에 한 rRNA의 분자  차이를 평가했다. 종 내의 

rRNA 비교에서는 유  차이가 0.2% 이하로 상당히 낮게 측정 지만, 종간의 비교에서는 18S, 28S rRNA

의 D1/D2 지역에서 평균 으로 각각 6.5% 이상, 25.9% 이상의 차이로 상당히 높게 측정 다. Parsimonious 

분석에서는 28S rRNA가 많은 차이를 보 고, phylogenetic resolution이 18S rRNA 보다 3.8배 높았다. 

Bayesian 분석은 18S, 28S rRNA 계통도 모두 Prorocentrum 종이 분리되어 두 계통 군으로 나뉘는 패턴을 

보 다. 통계분석인 Pairwise distance scores는 둘로 나뉜 계통 군끼리 많은 차이를 보 다(one-factor 

ANOVA, p<0.01). 본 연구결과는 Prorocentrum 속을 두 계통분지 형태에 따라 두 개의 속으로 구분하는 것

을 지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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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의 형해양동물의 계  분포

Seasonal Distribution of Large Marine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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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안에 서식하거나 분포하는 형해양동물로는 고래, 돌고래, 물범, 바다거북 등

이 있으며 이들은 장거리 회유를 하는 생태  특성과 수온 등 해양환경의 변동으로 

우리 수역에서는 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최근 발견되는 고래와 돌

고래류는 20여종이며 이 가운데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종들은 크고래, 참돌고래, 상

괭이 등이다. 고래류의 혼획  좌 는 거의 연  범 한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으

며, 보고되는 수만 매년 600-800마리에 이fms다. 백령도에 서식하는 박이물범은 겨

울을 국 발해만에서 보낸 후 연 에 남하하기 시작하여 3월경에 백령도에서 찰되

기 시작한다. 그 수는 차 증가하여 8-9월에는 최 가 되며 그 후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겨울에는 거의 볼 수 가 없다. 그러나, 박이물범은 동해안까지 좌  개체

가 발견되고 있어 이들의 회유와 분포 범 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다거북

은 총 8종가운데 4종이 우리 수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붉은바

다거북, 푸른바다거북, 장수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이다. 이 가운데 붉은바다거북과 

푸른바다거북이 가장 빈번히 발견되거나 좌   혼획되며 주로 수온이 최고에 달하

는 여름철에 발견 빈도가 높다. 이들 외에도 장거리 회유하는 바다새와 백상아리 등 

상어류의 출  빈도도 최근 높아지고 있어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국제  조치에 응

할 과학자료의 축 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들 형해양동물은 연안개발에 의한 서식지 

괴, 해양환경오염,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그 자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를 막기

한 국제 인 노력에 상응하여 국내행동계획을 제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문 단 모 양 여 백 주 기 

왼쪽여백 0

오른여백 0

들여쓰기 0

줄 간 격 160

문단  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위  쪽 10.0

아래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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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20.0

머리말 10.0

꼬리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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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출 농도에 따른 형 서동물 군집 반응 실험 연구

강태욱, 이희갑, 오제 , 신아 ,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생물자원연구부

 본 연구는 퇴 물 내 유류 첨가 실험을 통하여 형 서동물 군집의 단기변동을 악하고자 

수행하 다. 실험은 오일 펜스 내에 실험구를 설치하여 이루어졌다. 각 실험구에 첨가 시킨 유

류양은 Exp.1에 0.125L, Exp.2에 0.25L, Exp.3에 0.625L, Exp.4에 1.25L로 골고루 뿌려주었다. 

퇴 물 내의 유류 농도는 형  TPH 값은 Exp.1과 Exp.2에서 유류 첨가 4일 후부터 100ppm 

이하로 낮아고, Exp.3과 Exp.4에서 유류 첨가 8일 후부터 100ppm 이하로 낮아지기 시작하

다. 형 서동물 총 서식 도 값은 유류 첨가 후 감하 고, 4일 후부터는 Exp.1에서부터 서

식 도의 증가가 나타났다. Exp.3과 Exp.4에서는 유류 첨가 8일 후부터 서식 도의 증가가 나

타났다. 형  TPH 농도는 체 서식 도, 출  분류군 수, 선충류 서식 도, 서성 요각류 서

식 도와 유의 수  0.1%에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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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a new species of Leptostraca, Nebalia 

pseudotroncosoi n. sp. (Crustacea: Malacostraca: 

Leptostraca), from South Korea, with peculiar sexual 

dimorphism

Ji–Hun Song1, Juan Moreira2 and Gi–Sik Min1

1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South Korea
2Departamento de Biología (Zoología),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Madrid 28049, Spain

 A new species of leptostracan crustacean, Nebalia pseudotroncosoi n. sp. (Crustacea: 

Malacostraca: Leptostraca), is described from south coasts of South Korea. Specimens were 

collected by light traps from harbors where the bottoms are fine sand with some algal 

mats. The new species is distinguished from all other known Nebalia i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 rectangle-shaped compound eye with 2 to 3 small distal lobes; an 

antennular flagellum clearly shorter than peduncle, with up to 10 articles; the fourth article 

of the antennular peduncle has only two distal spines; antennular scale nearly oval, 1.8 

times as long as wide; second article of mandible palp with three distally plumose setae; 

pleonites 3 to 7 have rounded denticles along the posterior dorsal margins; and the 

protopod of pleopod 4 lacks serration along the posterior margin. This paper also provides 

discussion concerning the sexual dimorphism of the Neb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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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울릉분지 사면역의 형 서생물 군집 특성
              

민원기, 노 수, 김동성1, 박찬홍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대한해협에서 동해 울릉분지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완만한 사면역 5정점의 해저퇴적물

을 채집하여(2011년 6월 29일~ 7월 2일, 온누리호), 표층 5 ㎝ 이내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을 

분석하고, 군집특성을 고찰하였다. 조사해역의 중형저서생물 전체 서식밀도는 42~799 개체/10

㎠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생체량은 11~558 ㎍/10㎠의 값을 나타냈다. 출현분류군 수는 정점별

로 2~9개 까지 나타났으며, 선형동물, 저서유공충류가 각각 53~80%, 7~39%의 우점율을 보였

다.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울릉분지 남측 정점에서 가장 높은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와 생체

량 값을 보였으며, 이에 비하여 울릉분지 중앙에 위치한 수심 2,000 m 이상의 정점에서 낮은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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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icola salinus gen. nov., sp. nov., a new member 

of the family Microbacteriaceae isolated 

from reservoir seawater of solar saltern in Korea.

장 일, 조이랑, 조병철

미생물 해양학 연구실, 서울 학교 자연과학 학 지구환경과학부

 A Gram-positive, non-motile, strictly aerobic, non-spore-foriming and vibrio-shaped rod 

bacterial strain, CL-TW6
T

, was isolated from reservoir seawater sample of solar saltern, 

Korea. Analysis of the 16S rRNA gene sequences of strain CL-TW6
T 

revealed a clear 

affiliation with the family Microbacteriaceae. Strain CL-TW6T showed the closest 

phylogenetic relationship with the genera Yonghaparkia and Microcella; sequence similarity 

between Strain CL-TW6
T 

and the type strains of Yonghaparkia and Microcella species 

ranged from 94.8 to 95.3%. The strain grew in the presence of 1-9% sea salts,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15-35 °C and pH range of 6.8-9.3. The major cellular fatty acids of 

strain CL-TW6
T 

were anteiso-C15:0 (32.6%), iso-C16:0(20.4%), iso-C15:0(13.2%) and 

iso-C14:0(11.8%) and the major menaquinones were MK-9 and MK-10. The major polar 

lipids were diphosphatidylglycerol (DPG) and phosphatidylglycerol (PG). The genomic DNA 

G+C content of strain CL-TW6
T 

was 60.0 mol%. The combined phenotypic, 

chemotaxonomic and phylogenetic data showed that strain CL-TW6T c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validly published members of the family Microbacteriaceae. Thus, strain 

CL-TW6
T 

should be classified as representing a novel genus and species in the family 

Microbacteriaceae, for which the name Marinicola salinus gen. nov., sp. nov. is proposed. 

The type strain is CL-TW6
T

(= KCCM90105
T

= JCM18206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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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ng and screening marine actinobacteria from 

sediment of Ganghwa tidal flat in winter in Korea

조이랑, 장 일, 조병철

 미생물 해양학 연구실, 서울 학교 자연과학 학 지구환경과학부 

 Marine sediments may be valuable source for discovering novel actinobacteria 

which are potential producers of new bioactive products. Sediment samples from 

Ganghwa tidal flat were treated with heat shock, acid and alkali to screen and 

isolate novel culturable marine actinobacteria, which may tolerate against harsh 

conditions. Out of total 437 isolates, we identified 91 strains, which fall into 

following three major groups: Actinobacteria (52 isolates), Firmicutes (34 

isolates), and alpha-proteobacteria (5 isolates). The result showed that 

non-treatment method was not effective for isolation of marine actinobacteria. 

Novel actinobacteria constituted 1.8 % of identified strains from the treatment 

samples. Alpha-proteobacteria were also isolated in acid- and alkali- treated 

samples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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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유용 해양복족류의 DNA 바코딩 분석

이효진, 노 수

한국해양연구원 독도 문연구센터

1. 서 론

  DNA 바코딩은 생물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별하기 한 표 화된 방법으로서 생물종의 

특정 DNA 서열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DNA barcoding은 2003년 캐나다 구엘 학의 P. 

Hebert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모든 진핵생물의 세포에 존재하는 mitochondria DNA의 특정 

염기서열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COI)의 648 염기를 상으로 하고 있다(Hebert et.al., 

2003a; Yanwei F. et al., 2011). COI DNA 바코딩이 제안된 이후 많은 동물 종을 동정하는데 

범 하게 이용되고 있다. 물론 DNA 바코딩 분야가 모든 생물종을 분류, 동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많은 반론과 문제 이 있지만 종을 구분하는데 효과 으로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해양복족류를 상으로 DNA 바코딩을 용하고자 하 다(Folmer et al., 

1994; Zhang & Hewitt, 1997).

복족류(Gastrpoda)는  연체동물문(Mollusca)  가장 많은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강(Class)으로 

실험 상으로는 해양 유용 수산 복족류를 선택하 다. 해양복족류  일부는 패각의 부식과 부

착생물로 인한 형태  변이가 심하여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종이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

는 유용 수산 복족류를 심으로 생물자원 확보와 종 식별용 분자마커 개발을 목 으로 DNA 

바코딩 연구를 수행하 다. 

2. 재료  방법

  한국 연안의 주요 항구를 상으로 유용 복족류를 확보하고, 조간   조하  채집을 통해

서 시료를 확보하 다. 복족류는 장에서 비된 비닐주머니에 옮겨 담고 형태분류  분자유

 실험을 해 실험실로 옮긴 후 95%의 에탄올로 고정하거나 냉동시켰다. DNA 추출을 해 

에탄올에 고정된 복족류 조직의 가장 얇은 맨틀 부분을 5mm 크기로 잘라내어 액질를 없애

기 해 에탄올로 여러 번 세척 후 상온에서 3분간 건조시켰다. 에탄올이 완 히 마른 후에 조

직을 잘게 부수어 1.5 ml tube에 넣었다. Qiagen사의 DNeasy Tissue Kit로 제조사의 protocol

을 따라서 체 DNA를 추출하 다. 미토콘드리아의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COI) 부

의 합효소연쇄반응(PCR)을 한 Primer로는 LCO (forward, GGT CAA CAA ATC ATA 

AAG ATA TTGG)와 HCO (reverse, TAA ACT TCA GGG TGA CCA AAA AAT CA)를 

사용하 고 반응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initial denaturation (94℃, 10분), denaturation (94℃, 

1분), annealing (55℃, 1분 30 ), extension (72℃, 2분), final extension (72℃, 10분). 이 에서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은 35회 반복 수행하 다. 반응 후의 합효소연쇄반응 산물 

에서 3 ul를 1% 아가로즈젤에서 기 동하여 증폭된 DNA의 크기를 확인하 으며, 증폭이 

확인된 산물은 Dynebio사의 PCR Pur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정제하 다. 분자계통  분자진

화 연구를 해서는 여러 분류군들로부터 얻어진 염기서열을 정렬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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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Clustal X program을 사용하 다. 염기서열 정렬은 DNA 염기서열을 

기 로 한 분자계통연구에서 편 (biased)되지 않은 객 인 계통수를 얻는데 있어 가장 요

한 요소 에 하나이다. 정렬된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PAUP 4.0a
*

을 이용하여 계통분석을 실시

하 다(Neighbor Joining Analysis).

3. 결과  고찰

  해양복족류  유용 수산종을 심으로 36종의 생물자원 시료를 확보하 고, 그  26종 129

개체를 상으로 COI DNA 바코딩 연구을 진행하 다. 미토콘드리아 게놈의 protein coding 

gene인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COI)의 앞쪽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각 종들에 한 유

자 약 650 bp의 염기서열을 획득하여 상호 비교하 다. DNA 바코딩 분석 결과 해양복족류는 

반 으로 략 0 ∼ 1.7%의 종내 변이, 4 ∼ 20%의 종간 변이를 보이는데, Neptunea 속의 형

태 으로 유사한 5 종(명주매물고둥(Neptunea constricta), 조각매물고둥(Neptunea intersculpta), 

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 갈색띠매물고둥(Neptunea cumingi), 상투매물고둥(Neptunea 

subdilatata))을 상으로한 DNA 바코딩 분석 결과, 분류군에 따라 1.8% 이하의 종간 변이를 보

이기도 한다. 실험결과를 토 로 육안으로 구분이 힘든 주요 분류군을 선택해서 세부 으로 분

석을 수행하 다.

  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과 갈색띠매물고둥(Neptunea cumingi)의 경우 미토콘드리

아 COI 유 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해본 결과, 경북 죽변항에서 채집한 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은 종내 0%의 변이를 보이고, 경남 통 , 충남 태안을 포함한 매물고둥

(Neptunea arthritica)은 체 으로 1% 이하의 종내 변이를 보 다. 갈색띠매물고둥(Neptunea 

cumingi)은 종내 0.5% 이하의 변이를 보이지만 형태 으로 비슷한 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과는 종간 1.8% 이하의 변이를 보인다. 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과 갈색띠

매물고둥(Neptunea cumingi)은 형태  변이로 인해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고, 1.8% 이하의 종

간 변이를 보이므로 정확한 종 구분을 해서는 지역별로 집 인 표본확보와 염기서열 분석

에 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상투매물고둥(Neptunea subdilatata)은 형태 으로 갈색띠매물

고둥(Neptunea cumingi)과 매우 흡사하나, DNA 바코딩 분석 결과 7% 이상의 뚜렷한 종간 

변이를 보 다. 뿔소라류(Muricidae sp.)의 경우 패각의 부식과 부착생물로 인해 형태 으로 구

분이 힘들지만, 분석 결과 종내 1% 미만의 차이를 보 다. 어깨뿔고둥(Ocinebrellus inornatus)

과 뿔소라류(Muricidae sp.)는 형태 으로 비슷하지만 종간 8% 이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

서 구분되었다. 한 보말고둥(Omphalius rusticus)과 바다방석고둥(Omphalius pferifferi) 역시 

부착생물로 인해 형태 으로 구분이 힘들지만 DNA 바코딩 분석결과 종내 0.3% 이하, 종간 

4% 이상의 변이를 보 다. 이번 연구를 통해 COI 유 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DNA 바코딩 결

과 유용 복족류의 종간 유 자를 비교해보면서, 해양복족류는 반 으로 종내 0 ∼ 1.7%, 종

간 4 ∼ 20%의 변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한 DNA 바코딩을 통해 부착

생물 등의 형태  변이로 인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종을 상으로 보다 더 정확하고 객

으로 종을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와 유사한 다양한 사례의 분류군들에 용하

여 좋은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정형화된 분자동정 실험 로토콜은 이

미 밝 져 있는 는 아직 밝 지지 않은 다양한 근연종의 정확한 종 동정에 매우 유익하리라 

단된다.



Fig 1.  Phylogenetic tree of the gastropoda

4. 요 약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복족류  유용 수산종의 생물자원 확보와 종 동정을 하여 COI 유

자 염기서열에 기반을 둔 DNA 바코딩 연구를 진행하 다. 복족류 1강 2목 14과 25속 36종

의 생물자원 시료를 확보하 고, 그  26종 129개체를 상으로 COI DNA 바코딩을 용하

다. 실험한 결과를 토 로 육안으로 구분이 힘든 주요 분류군을 상으로 세부 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해양복족류는 반 으로 4 ∼ 20%의 종간 변이를 보이는데, 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과 갈색띠매물고둥(Neptunea cumingi)의 경우 미토콘드리아 COI 유 자의 염기서열

을 분석한 결과, 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은 종내 1% 미만의 변이를 보이고, 갈색띠

매물고둥(Neptunea cumingi)는 종내 0.5% 이하의 변이를 보 지만 종간에는 0.6 ∼ 1.8%의 변

이를 보 다. 뿔소라류(Muricidae sp.)의 경우 부착생물로 인해 형태 으로 구분이 힘들지만, 

분석 결과 종간변이는 략 8 ∼ 11% 정도로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냈고 종내 변이는 0.5% 

미만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Feng Y., Qili, Kong L. & Zheng X., COI-based DNA barcoding of Arcoida speicies (Bivalvia: Pteriomorphia) 

along the coast of China, Molecular Ecology Resources, vol.11, pp.435-441, 2011.

Folmer O., Black M., Hoeh W., Lutx R. & Vrijenhoek R., DNA primers for amplification of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from diverse metazoan invertebrates, Molecular Marine Biology and 

Biotechnology, vol.3, pp.294-299, 1994.

Hebert P.D.N., Cywinska A., Ball S.L. & deWaard J.R., Biological identification through DNA barcode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vol.270, pp.313-321, 2003a.

Zhang D.X., Hewitt G.M., Assessment of the universality and utility of a set of conserved mitochondrial primers 

in insects, Insect Molecular Biology, vol.6, pp.143-150, 1997.



A New Nematode of the Genus Prochaetosoma 

Micoletzky, 1922 (Nematoda: Draconematidae) from 

Baekdo, Korea

김혜리, 노 수

한국해양연구소 독도 문연구센터

Abstract

A new marine nematode species in the family Draconematidae, Prochaetosoma n. sp. was 

described from the washing of subtidal coarse sediments at Baekdo, Korea. Prochaetosoma 

n. sp. is similar with P. arcticum (Kreis, 1963) Allen and Noffsinger, 1978 in the body 

form and eight cephalic adhesion tubes. However, they differ in the size of spicule and 

number of posterior adhesion tubes. (ten sublateral adhesion tubes and nine subventral 

adhesion tubes in the new species, while twelve sublateral adhesion tubes and twelve 

subventral adhesion tubes in P. arcticum).

Key words: Prochaetosoma, morphology, DIC photomicrographs, taxonomy.

I ntroduction

The family Draconematidae Filipjev, 1918 currently contains about 80 species belonging to 

15 genera of two subfamily (Draconematinae Filipjev, 1918 and Prochaetosomatinae Allgen 

and Noffsinger, 1978). The subfamily Prochaetosomatinae contains ten genera: Apenodraconema 

Allen and Noffsinger, 1978, Bathychaetosoma Kito, 1983, Cephalochaetosoma Kito, 1983, 

Cygnonema Allen and Noffsinger, 1978, Dinetia Decraemer and Gourbault, 1997, Dracogalerus 

Allen and Noffsinger, 1978, Dracognomus Allen and Noffsinger, 1978, Draconactus Allen and 

Noffsinger, 1978, Notochaetosoma Irwin-Smith, 1918 and Prochaetosoma Micoletzky, 1922. 

Among them, the genus Prochaetosoma was created by Micoletzky (1922) based on 

Chaetosoma primitivum Steiner, 1916 and classified within the family Draconematidae Filipjev, 

1918 based on the following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moderately developed buccal 

cavity armed with conspicuous dorsal tooth, tiny ventrosublateral teeth and endbulb of 

pharynx with a well cuticularized lumen wall. The genus Prochaetosoma has been reported 

from the intertidal and shallow subtidal environments in oceans all over the world except 

for the northern part of the pacific Ocean. Ten species within the genus Prochaetosoma 

have been described previously (Allen and Noffsinger, 1978; Decraemer et al., 1997). 

Recently, one species have repored in Korea (Rho et al., 2010). In the paper, we provide an 

illustrated description of the new species and discuss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members 

of the genus. we describe new species from Baek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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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sampling area and sample processing

Marine nematodes were obtained from washing of subtidal sediment. Samples were 

collected from Baekdo, Korea in 29 April 2011 by SCUBA diving. Samples were filtered 

through a 67 ㎛ mesh sieve in the field after freshwater rinsing for less than a minute to 

reduce osmotic shock (Kristensen, 1989), and then fixed in 5% buffered formalin in sea 

water. Coarse detritus and tiny shell gravels were removed from the sample by decantation 

and the meiobenthos was roughly extracted by flotation in Ludox
®

 (DuPont) HS 40 

(Burgess, 2001). 

Light microscopy

The specimens were picked out from the mixed meiobenthos under a high magnification of 

LEICA S8APO stereomicroscope. Specimens for morphological observation were transferred 

to anhydrous glycerin according to Seinhorst (1959) and mounted in anhydrous glycerin 

between two cover slips on a H-S slide (Shirayama et al., 1993). Adults of Prochaetosoma 

n. sp. were examined using an Olympus BX53 microscope equipped with Nomarski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The photographs were taken with DIXI 3000 camera, and 

quality enhanced portable photoshop software. 

Terminology and abbreviations

The terminology of the description and the measurements were conducted following 

Decraemer (1989). Abbreviations used in the text are as follows: abd = anal body diameter; 

CAT = cephalic adhesion tubes; gub = length of gubernaculum; L = body length; mbd Ph 

= maximum body diameter in pharyngeal region; (mbd) = minimum body diameter; mbd = 

maximum body diameter at mid body level; PAT = posterior adhesion tubes; ph = length 

of pharynx; spic = length of spicule measured along the median line; 1SlATl = length of 

anteriormost sublateral adhesion tubes; SlATn = number of sublateral adhesion tubes; 

1SvATl = length of anteriormost subventral adhesion tubes; SvATn = number of 

subventral adhesion tubes; VAT = ventral adhesion tubes; t = tail length; tmr = length of 

non-striated tail end; V = position of the vulva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body length 

from anterior; a, b, c, c' = proportions of de Man (1880) a = body length divided by body 

maximum width; b = body length divided by the pharynx length; c = body length divided 

by the tail length; c' = tail length divided by the anal body diameter.

S ystematoc accounts

Phylum Nematoda Potts, 1932

Class Chromadorea Inglis, 1983

Subclass Chromadoria Pearse, 1942



Order Desmodorida De Coninck, 1965

Family Draconematidae Filipjev, 1918

Genus Prochaetosoma Micoletzky, 1922

Prochaetosoma n.  sp .  (F ig .  1)

Type habitat and locality: Shallow subtidal sediment in Baekdo, Korea. Collected on 29 

April, 2011 by H.S. Rho and J.H. Lee extracted from the subtidal sediments collected at a 

depth of 10 m.

Type material: Holotype male is diposited in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East Sea Branch. Paratypes. 26 paratypes, 11 male, 17 female, deposited 

in the nematode collection of the KORDI East Sea Branch.

Remarks: The taxonomic characters used in this report are consistent with those 

employed in recent publications by Decraemer (1989) and Decraemer et al. (1997): the 

number of cephalic adhesion tubes, the position and number of posterior adhesion tubes, 

the proportion of non-annulated tail end to total tail length, the shape of amphidial fovea, 

the shape of body cuticle, the shape and presence or absence of anal flap and the number 

of anal setae. Prochaetosoma n. sp. is similar with P. arcticum (Kreis, 1963) Allen and 

Noffsinger, 1978 in the body form and eight cephalic adhesion tubes. However, they differ 

in the size of spicule and number of posterior adhesion tubes (ten sublateral adhesion tubes 

and nine subventral adhesion tubes in the new species, while twelve sublateral adhesion 

tubes and twelve subventral adhesion tubes in P. ar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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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haetosoma n. sp., Holotype male. A. habitus, lateral view; B. seta on tail, 

lateral view; C. copulatory apparatus, lateral view; D. anterior body region showing 

amphidial fovea and some cephalic adhesion tubes, lateral surface view; E. anterior body 

and mouth opening, lateral view; F. annules in pharyngeal region, lateral view; G. 

sublateral adhesion tubes, lateral view; H-I. tail region, lateral view. Scale bars=100 ㎛ (A), 

20 ㎛ (I), 10 ㎛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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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역의 연성 질에 서식하는 유용 무척추동물 

 형 서동물 연구 

이희갑, 강태욱, 오제 , 민원기*, 노 수*,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여수 가막만의 계 별 형 서동물 군집 변동 특성 조사를 목 으로 2009～2010년 

2월, 6월, 10월에 10개 정 에서 조사를 실시하 다. 각 해역의 환경에 따라 계 별로 

변화하는 형 서동물의 생물 군집 변화를 모니터링 하 다. 형 서동물의 N/C, 

N/K ratio를 이용하여 형 서동물 군집 특성 (출 분류군수, 서식 도, 생체량)  각 

환경특성들에 하여 상 성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상해역의 연성 질에 서식하는 

유용 무척추동물의 채집  유 자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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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ss shrimp(Palaemonetes pugio) 배아를 이용한 

롬계 화합물의 DNA 손상  부화율

이 효 진, 김 기 범

경상 학교 해양환경공학과 

일상 생활에 난연제로 리 사용되는 롬계 화합물은 다양한 환경매체에서 

리 분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합물의 다양한 생물독성에 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화합물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유

독성  생식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롬계 화합물의 주요 구성물질인 BDE-47, 

BDE-99, BDE-209를 grass shrimp (Palaemonetes pugio) 배아발달 기단계

(stage 4)와 후기단계(stage 7 혹은 stage 8)에 노출시킨 후 DNA 손상  부화율을 

측정하 다. 한 롬계 화합물의 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자외선과 함께 동시 

노출을 실시하 다. 모든 실험의 조구에는 DMSO 0.1%를 사용하 으며, DNA 손

상은 comet assay로 측정하 다. Grass shrimp의 부화율은 총 배아수에서 부화에 

성공한 유생수의 비로 나타내었다.

배아발달 후기단계(stage 7)에 BDE-47, BDE-99, BDE-209를 각각 5 ㎍/L, 

50 ㎍/L에 노출하 을 때의 DNA 손상정도(DNA tail moment)는 1.57-4.31를 나타

내었으며, UV를 조사한 3가지 롬계 화합물에 노출된 배아에서의 DNA 손상정도

는 1.40-4.51로 조구(2.16)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롬계 화합물 뿐만

아니라, 롬계 화합물이 UV와 함께 노출되었을 때에도 본 실험에 사용되어진 노

출농도 범 (5 ㎍/L, 50 ㎍/L)에서는 DNA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생식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각 PBDEs 화합물을 5, 50 ㎍/L로 비하고, 

UV를 조사한 후 배아에 노출하여 부화율을 측정하 다. 3가지 롬계 화합물에 노

출된 배아의 부화율은 67-81%(평균: 80%)로 나타났으나, UV를 조사한 롬계 화

합물에 노출된 배아에서는 50-82%(평균: 72%)의 부화율을 나타내어, UV와 함께 

노출된 배아가 롬계 화합물에만 노출된 배아에 비해 평균 8% 낮은 부화율을 나

타내었다. 특히 BDE-47의 경우 50 ㎍/L 농도로 UV와 함께 노출한 배아에서 조

구에 비해 낮은 부화율(50%)을 나타내었으며, 노출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어 생식독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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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형무척추동물 다양성

이재호, 민원기, 노 수

한국해양연구원 독도 문연구센터

 독도에 서식하는 형무척추동물의 종조성을 악하기 하여 과거 문헌자료를 조사하 다.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총 33편의 참고문헌을 확보하 으며, 1960년 에 2편, 1970년  3편, 

1980년  1편, 1990년  9편, 2000년 에 18편으로 2000년 에 들어와 조사가 활발히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가장 최근자료인 2009년까지 새로운 종이 지속 으로 보고되었다.

 문헌분석 결과 지 까지 총 11문 24강 82목 211과 356속 525종이 확인되었다. 연체동물문이 5

강 20목 64과 111속 178종(33.9%), 지동물문이 4강 8목 36과 63속 108종(20.6%), 환형동물문 

1강 16목 35과 80속 103종(19.6%), 자포동물문 3강 16목 31과 43속 60종(11.4%), 극피동물문 3

강 6목 16과 23속 28종(5.3%), 해면동물문 1강 8목 10과 12속 18종(3.4%), 척삭동물문 1강2목 

7과 12속 14종(2.7%), 태형동물문 2강 2목 5과 5속 7종(1.3%), 편형동물문 1강 1목 4과 4속 4

종(0.8%), 유즐동물문 2강 2목 2과 2속 3종(0.6%), 유형동물문 1강 1목 1과 1속 2종(0.4%)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종 다양성이 높은 연체동물문을 살펴보면 애기삿갓조개(Cellana toreuma), 밤고둥

(Chlorostoma argyrostoma lischkei), 소라(Batillus cornutus), 좁 무늬총알고둥

(Granulilittorina exigua), 수리(Reishia clavigera), 홍합(Mytilus coruscus) 등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꾸 히 보고되어 왔으며, 가는 연두군부(Ischnochiton boninensis), 납작소라

(Pomaulax japonicus), 주홍토끼고둥(Primovula rhodia), 올빼미군소붙이(Pleurobranchaea 

japonica), 가시국화조개(Spondylus butleri) 등은 최근 들어 새롭게 보고된 종들이다.

 문헌에 의거한 독도의 형무척추동물 종조성 데이터 정리는 과거부터 재까지 독도의 생물

상이나 종 변화상을 추정하는데 주요한 기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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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of phytoplankton biomass according to the 

monitoring interval in Jang-Mok bay, Korea

권오윤1,2, 강정훈2

1상명 학교 그린생명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 . Introduction

Bay and estuaries, at the boundary between freshwater and marine ecosystems, sustain 

high biological productivity ecosystems and provide important resources and 

social-economical services (Llebot et al, 2011).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is 

particularly high during phytoplankton blooms. Eutrophication increases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blooms (Grӧnlund and Leppӓnen, 1992). Consequently, reliable detection of 

blooms is important in order to assess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Primary 

production plays a key role in marine food webs, and therefore information on potential 

changes in this parameter of natural or anthropogenic origin is important. The problems in 

obtaining representative phytoplankton data sets have been known for decades (e.g., Hardy, 

1955; Harris, 1980). This study is aimed at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sampling frequency to detect phytoplankton biomass variability in the time. Suggestions for 

improving phytoplankton monitoring in order to understand long-term changes in 

Jang-Mok bay.

2 .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twice a weekly investigated phytoplankton biomass at Jang-Mok bay from 04 

January 2009 to 30 December 2010. Sampling was completed high tide periods. To 

determine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500 ml of samples were filtered through a 47 mm 

Whatman GF/F filter under low vacuum pressure. The filter was soaked in 15 ml of cold 

90% acetone-distilled water(v/v), then sonicated to break cell walls and extracted for 24 

hours in the dark at 4°C. Finally,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using a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 Statical analysis was conducted SPSS 12.0 statistical 

software.

3 . Results and D iscussion

In the Jang-Mok bay, the peak in chl-a concentration wad recoded during 

September-October from 2009 to 2010. This periods dominated diatom and dinoflagellates. 

In most of costal waters, the euphotic layer is shallow and coincide mixed layer during the 

growing season (Hallfors et al., 1981). The chl-a concentration showed similar patter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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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and bottom waters, excepted in October 2010. When frequency wad decreased to 

one weekly, the annual succession was well distinguished, but peak values were lost (Fig. 

1). There are only few studies of the effects of temporal sampling frequency on 

phytoplankton estimates. In an attempt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temporal sampling 

resolution at fixed stations on annual primary production estimates. In conclusion, annual 

trend in phytoplankton biomass cannot be detected reliably without high sampling 

resolution. 

Table 1. Variation of chlorophyll a recording in the data set for studying effects of 

temporal sampling frequency. N: sample number; Min.: minimum; Max.: maximum; Std.: standard deviation

L ayer
S ampling 

freq uency
N Mean Min. Max . S td.

Surface

Twice a week 195 1.53 0.15 6.68 1.21

Once a week 98 1.45 0.15 6.55 1.16

Twice a month 51 1.47 0.27 6.55 1.21

Once a month 24 1.69 0.29 6.55 1.57

Bottom

Twice a week 195 1.63 0.19 9.39 1.3

Once a week 98 1.59 0.19 9.39 1.3

Twice a month 51 1.51 0.21 5.84 1.07

Once a month 24 1.46 0.24 5.84 1.22



Fig. 1. Variation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at the Jang-Mok bay from 2009 to 2010. 

a,e) twice a week; b, f) once a week; c, g) twice a month; d, h) once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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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성의 Ocean color data를 이용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동해에서의 eddy출  경향

박정우, 박지우, 성우, 이상헌(지도교수)

부산 학교 해양학과

동해에서 나타나는 eddy 출  경향을 알아보기 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얻

어진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의 Ocean 

color data를 분석하 다. MODIS 성의 Ocean color data는 SeaWiFS Data 

Analysis System(SeaDAS)을 사용하여 MODIS standards algorithms으로 

Chlorophyll-a를 0.05mg·m-3에서 24mg·m-3 스 일로 자료를 이미지화 하 다. 

이미지에서 가시 인 eddy를 찾아 연별, 월별, 지속시간별로 개수를 악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정된 eddy는 총 104개로 연평균 11.8(±3.96)개로 

나타났다. Eddy 출 빈도는 2010년 7개로 가장 었고 2006년, 2011년 각각 

17개의 최  빈도를 보 다. 2003년에서 2011년 9년간의 eddy 출 빈도의 월별 

통계 결과 각 월별 평균 2.93(±1.55)개로 특히, 5월에 총 47개(평균 5.22개)로 

최 빈도를 보이고, 12월에 총 3개(평균 0.33개)로 최 빈도를 보 다. 지속시간

별로 구분하면 11개월-1개, 8개월-2개, 7개월-2개, 6개월-2개, 5개월-8개, 4개

월-16개, 3개월-29개, 2개월-40개, 1개월-4개로 나타났다. 지속시간 1개월을 제

외한 나머지 시간에 해서는 지속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개수가 어드는 경향을 

보 다. 9년간의 eddy 빈도 변화는 증가 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고 

과 가을에 eddy의 발생 빈도가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은 계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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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ecord of Platorchestia monodi (Crustacea: 

Amphipoda: Talitridae) from the Pacific region

               

(김민섭1, 2, 배아람1, 민기식2)

 (
1

해양환경 리공단, 
2

인하 학교 생명과학과)

 Talitridae amphipods (Amphipoda, Crustacea), have been adapted to terrestrial habitats, 

including about 250 species in 52 genera worldwide. According to Bousfield, the family 

can be classified into four systematic-ecological units: palustral talitrids, beachfleas, 

sandhoppers and landhoppers. Platorchestia monodi (Mateus et al., 1986), belong to the 

beach hopper, commonly lives in sea shores and was previously reported only from the 

Atlantic regions, such as Mid-Atlantic islands, Brazilian coast, and Israel. We present 

the first record of this species in the Pacific region. The present species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related species by the shapes of gnathopods 1-2 and development of 

sexual dimorphism in antenna 2 and pereopod 7. Descriptions of the diagnostic 

characteristics of the species are provided on the text. 

문 단 모 양 여 백 주 기 

왼쪽여백 0

오른여백 0

들여쓰기 0

줄 간 격 160

문단  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위  쪽 10.0

아래쪽 10.0

왼  쪽 20.0

오른쪽 20.0

머리말 10.0

꼬리말 10.0

제  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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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퇴 물 내 pH 측정용 LIX미세 극 제작  활용

권 오1, 김종성1, 황진환2, 강성길3, 고철환4

1고려 학교 환경생태공학부, 2동국 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한국해양연구원 덕분원, 4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른 서미세조류의 일차생산 변화 연구 시 퇴 물 표층에서의 pH 

변화 측정을 하여 미세 극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일반 으로 퇴 물 표층에서 pH는 서

미세조류 군집의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생산에 의해 감소하고, 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

정의 의해 증가한다. 퇴 물 표층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수반되는 pH 변화를 측정하기 

해서 수 마이크로미터의 공간 해상력을 지닌 미세 극이 필요로 했다. pH 미세 극은 기본

으로 투과막을 기 으로 매질과 미세 극 사이의 차를 이용하는 차 미세 극으로 

full glass, metal oxide, LIX (Liquid ion-exchanging Membrane) 등 3가지 다른 형태의 투과

막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LIX를 이용하여 미세 극을 제작하 다. pH 측정용 LIX미세

극은 녹색유리 (green glass) 가공, 백색유리 (AR glass) 가공, 미세 극 끝(tip)제작, 실란화

(silanization), 외부 이스(outer casing) 제작, 미세 극 끝 단  보강, 해질 삽입, LIX 주

입, Ag/AgCl 기 극 제작  삽입, 외부 해질 삽입 순으로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

된 pH LIX 미세 극의 끝은 10 µm 이하로 공간해상력이 우수했으며, 해양 퇴 물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미세 극 끝을 보강하는데 을 맞추었다. 제작된 미세 극을 pH 6, 7, 8, 9에

서 보정하 고, 미세 극은 pH 변화에 선형 으로 반응했으며(R2=0.98-0.99), 기울기(mV/pH)

는 45-50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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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만 한 고정정 에서 와편모류 Dinophysis acuminata 

 Oxyphysis oxytoxoides와 섬모류 Mesodinium 

rubrum간 상호작용

윤지혜, 김미란, 강미선, 박명길

남 학교 해양학과

    혼합 양성 와편모류 Dinophysis acuminata와 종속 양성 와편모류 Oxyphysis 

oxytoxoides는 먹이로서 공통 으로 섬모류 Mesodinium rubrum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포식자와 먹이간 상호작용에 한 이해는 실험실내 실험을 통해 많이 밝 져 

있으나, 이 상호작용이 실제 자연생태계에서도 나타나는지에 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마산만 내 한 고정정 에서 2011년 7월 26일부터 2011년 8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2회씩 표층해수를 채집하여 자연상태에서  3종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 다. 본 연구기

간동안 반 으로 D. acuminata와 먹이인 M. rubrum의 개체수 출 양상이 시간차를 

두고 한 계를 보 으나, 먹이인 M. rubrum이 출 함에도 불구하고 D. acuminata

가 일시 으로 출 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이 시기에 집 인 

강우로 인해 염분이 격히 낮아짐으로써 D. acuminata가생존하기에 불리한 환경이 형

성되었기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반면, O. oxytoxoides는 먹이인 M. rubrum이 꾸 히 

출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약 20℃ 정도인 특정시기에만 출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와편모류인 D. acuminata, O. oxytoxoides와 그들의 먹이인 섬모

류 M. rubrum과의 상호작용이 물리화학 인 요인들의 향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일어

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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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황해, 남해, 동중국해의 유종섬모충류 분포

오진아, 최중기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추계 황해와 남해, 동중국해의 유종섬모충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 11월 총 41개 정점에서 20um(망목크기) 네트를 이용하여 저층에서부터 수직채

집 하였고 수온, 염분을 조사하였다. 전체 해역에서 출현한 유종섬모충류는 총 18

속 31종이 출현하였으며, 황해에서 8속 12종, 남해 16속 26종, 동중국해 13속 15

종이 출현하였다. 해역별 종조성은 수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황해에서 수온은 전

체적으로 뚜렷한 성층구조를 보였고 황해 북부는 황해 남부에 비하여 수온이 낮았

으며 매우 낮은 종조성을 보였다. 남해 또한 뚜렷한 성층구조를 보였으며 주로 연

안종이 우점하였고 쿠로시오 지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한해협과 가까운 해역

일수록 수온과 염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외양성 난수종이 출현하여 매우 다

양한 종조성을 보였다. 동중국해의 수온, 염분 분포는 저층까지 혼합되었으며 저위

도로 갈수록 외양성 난수종이 우점하여 출현하였다.

외양성 난수종으로 알려진 Dadayiella ganymedes의 경우 동중국 해역부터 황해 

남부까지 출현하였으며, 난수종으로 알려진 Protorhabdonella curta는 황해 중부해

역까지 출현한 것으로 보아 가을철 황해 중부까지 난류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수층별 정량 관측을 통하여 난류수의 유입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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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굴(Crassostrea gigas)의 패각운동을 이용한 

염수 조기경보구축 연구

공혜원, 권형규, 양한섭, 강익 1, 오석진

부경 학교 해양학과
1일본 Kyushu 학 농학부 

서론

우리나라 부분의 강에는 이 건설되어 있어, 연안역으로 유입되는 담수를 차단하고 있

으며, 의 수용량이 한계  일 경우 담수를 방류한다. 사천만의 경우, 남강 의 방류에 따라  

일시 으로 큰 염분 농도 변화가 나타나며 특히, 염수의 출 은 조간   조하 의 양식생

물들에게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이상(異常)해황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산피해

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굴(Crassostrea gigas)의 패각 운동을 활용하여, 염수 조기경보 구축가능성을 악하 다.

재료  방 법

남해에서 양식되고 있는 2 년산 참굴의 패각운동을 감지센서로 활용하 다. 두 패각거리

는 자석의 자력을 출력 압 값으로 치환이 가능한 hall 소자(hall element sensor)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hall 소자를 좌각에, 자석은 우각에 부착시켜 패각의 거리에 따른 출력 압차이

를 측정하 다. 일반 인 패각운동을 보기 해서 2 년산 참굴을 20 L 여과해수(GF/C; 공경 

1.2 μm)에, 수온 17℃, 염분 27 psu 그리고 aeration rate는 100 mL/min로 조 하여 1주정도 

순치를 시킨 후, hall 소자  자석을 부착시켜 패각운동을 측정하 다. 한 염수에 따른 패

각운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순수이온수로 25 psu, 22 psu, 20 psu, 15 psu, 10 psu 그리

고 0 psu로 조제한 해수에서 패각운동을 측정하 다.   

결과

두 패각에 부착된 hall 소자와 자석간의 거리(L)는 폐각(閉殼)시의 hall 소자와 자석간의 

거리(La), hall 소자내의 감지부의 거리(Lb)  참굴의 패각선단부의 개각(開殼)거리(Lc)의 합이

다. 본 연구에서는 폐각시의 La는 5.0 mm, Lb는 3.5 mm로 측정되었으며, L은 Lc와 8.5 

mm(La+Lb)의 합이다. L과 hall 소자 출력값(Vh)의 계식은 Vh = 63804×L
-2

-21.246 (r
2

=0.997)로 

나타나, Vh값을 Lc로 이용 가능하 다. 일반 인 참굴의 패각운동은 4∼10 mm정도로 개각상태

를 유지하다가 빠른 폐각을 지시하는 큰 peak가 보 으며, 바로 폐각시보다 느리게 개각을 하

여 기의 개각상태로 돌아왔다. 이러한 패각운동은 다른 이매패류와 상이한 운동으로 1시간동

안 평균 8∼10회 정도를 보 다. 한편, 염수의 경우 20∼27 psu 까지는 시간당 패각운동의 수

가 염분의 감소에 따라 히 감소하게 되며, 10 psu의 경우 실험시간 동안 완 한 폐각상태

를 보 다. 한 패각운동 시 폐각 후 개각의 속도가 염분 농도의 감소에 따라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패각운동은 염수를 감지하는데 요한 key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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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개발사업 환경 향평가 향 측 결과에 근거한 

해양동ㆍ식물상 조사정  선정방안

- 항만, 설  매립사업을 심으로 -

맹 호ㆍ조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항만개발, 설  해양매립사업과 같은 해안개발사업을 실시하기 해 사 에 환경 향평가

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향평가시 해양생태계에 한 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동ㆍ

식물상 황조사에서 가장 요한 것은 상해역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조사정

의 과학  선정방안이다. 그러나 재 항만개발, 설  해양매립사업과 같은 해안개발사업

의 해양동·식물상 황조사시 조사정 의 선정방법에 있어 환경 향평가서 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동ㆍ식물상에 한 조사범   조사정 의 수는 사업특성  사업규모 등

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나 재는 이에 한 명확한 구분이나 객  기 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약 74건의 해안개발사업 환경 향평가 향 측 분야에 한 

정 분석을 통하여 과학 이며 객 인 해양생태계 조사정  선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방법으로는 첫째, 항만  어항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해양 설사업 등

의 환경 향평가서를 토 로 해수유동 변화, 공사시 부유사확산  운 시 오염물질 확산에 따

른 향범 를 분석하 다. 둘째, 국내외 해양동ㆍ식물상 조사정  선정방안에 한 사례와 해

양생태계에 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  등의 황을 악하여 해양동ㆍ식물상 조사

정 의 개선방안을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 해양동ㆍ식물상의 향범 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물리  향 측에 해당되며, 

해역별로 향범 를 크게는 평균  최  향범 로 나 었고, 세부 으로는 세 해역으로 나

었다. 세 해역이란, 사업 상(매립지역) 내에서의 해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물리  향범  

내에서의 해역, 물리 으로 최 한 향범 에서의 해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립지역 내에서

의 해역을 최소 조사범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물리  향범  내에서의 해역을 평균 조사범

, 향범  밖에서의 해역을 최  조사범 라고 표 하 다. 이러한 조사범 에 따라 조사정

 수를 제시하면, 사업 상 내에서의 최소 조사범 에 따른 조사정  수는 체 조사정  수

의 20∼30%, 물리  향범  내에서의 평균 조사범 에 따른 조사정  수는 체 조사정  

수의 60∼70%, 향범 에서의 최  조사범 에 따른 조사정  수는 체 조사정  수의 10∼

20%로 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해안개

발사업 련 합리 인 환경 향평가 기법을 제공하고, 환경 향평가서 작성을 한 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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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Growth of a Tropical Tintinnid, Metacylis 

jörgensenii on different Temperature, Salinity and 

Diet: A laboratory study

이균우, 강정훈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 Introduction

Cultivation of the test organism provides the chance to examine their requirements in 

vitro, as one way to evaluate thei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Gold 1970). Usually, 

ciliates are cultured for science such as understanding on their life cycle, classification, for 

use as a test organism for toxicity test of water pollution and toxic substance, for use as 

a live food organism for the research and production of the useful or rare aquatic organism 

and for extract useful substance from the organism (Gold 1973, Janssen et al.1995, Alimenti 

et al.2003, Rhodes and Phelps 2006). Planktonic ciliate, tintinnids especially are important 

grazers of phytoplankton and are links between nanophytoplankton and macrozooplankton in 

marine food web (Buskey and Stoecker 1989). Thus, they have been considered promising 

candidates for mass production as live food (Treece and Davis 2000) and cultured to use 

as a toxicity test organism to estimate harmful phytoplanktons such as various toxic 

dinoflagellates (Kamiyama and Aizawa 1987, Kamiyama and Arima 2001, Kamiyamaetal. 

2005).

We found the planktonic tintinnid Metacylis jörgensenii in tropical coast. Howeve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intinnid mainly appear in the North Atlantic Ocean such as the Sea 

of Marmara (Balkis 2004), the Black Sea (Gavrilova and Dolan 2007), the Mediterranean 

Sea (Dolan 2000, Zavodnik and Kova i  2000, Abboud-AbiSaab 2002), the North Sea, 

(Kufferath 1950) and the Chesapeake Bay (Dolan and Gallegos 2001). No information on M. 

jörgensenii that inhabit tropical areas is availabl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 find 

the optimum condition for mass culture of M.jörgensenii such as proper temperature, 

salinity and diet.

2. Materials and Methods

2 . 1 .  Isolation and maintenance

M. jörgensenii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plankton net (mesh size: 80 μm) 

in Chuuk Lagoon, Micronesia (7°27'07"N, 151°53'52"E) with temperature 29-32°C, salinity 

30-33 ppt. The collected samples were carried rapidly to the laboratory in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KORDI and isolated. Observations were made through the 

use of an inverted phase contrast microscope equipped with an ocular micrometer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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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to system at a magnification of 400X. Thirty individuals were fixed in 4% neutral 

buffered formalin solution and measured their sizes. The tintinnid was identified with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lorica such as shape, length, maximal width and oral 

diameter (Jörgensen 1924, Kofoid and Campbell 1929, Balech 1959, Durán 1965, Marshall 

1969, Paulmier 1997).

Isolated M. jörgensenii was cultured with the 250 mL Erlenmeyer flask contained 33 ppt 

filtered (0.2 μm) and autoclaved natural sea water. These were cultured with food mixture 

of Isochrysis galbana (～1×105 cells/mL) and Tetraselmis tetrathele (～2×104 cells/mL) at 

30 ± 1°C.

 

2 . 2 .  Preparation of alg al diets

The prymnesiophyte Isochrysis galbana (ISO: 3.2×5.3 μm), Green Isochrysis sp.(GISO: 

3.7×3.5 μm), Pavlova lutheri (PAV: 5.5×3.7 μm), the prasinophyte Tetraselmis tetrathele 

(TET: 10.2×6.6 μm), Eustigmatophyte Nannochloropsis oculata (NAN: 2.6×2.6 μm),  

Synechococcus sp. (SYN: 1.1×1.2 μm), the diatom Chaetoceros simplex (CHA: 4.2×6.1 μm), 

were used as feed for the tintinnid. These algae were cultivated in Walne’s medium 

(Walne 1970), using filtered (1 μm mesh of glass fiber filter) and autoclaved seawater. The 

cultures were incubated at room temperature (20-23°C), under continuous light (4000 lx). 

Algae were fed to the tintinnid at the mid-to-late logarithmic phase.

 

2 . 3 .  The culture of Metacylis jörgensenii 

This study was divided into 3 parts: the effect of temperature, salinity and food. In all 

parts of experiments, M. jörgensenii was inoculated at 3 cells/mL into 250 mL Erlenmeyer 

flask contained 150 mL of filtered (1μm mesh of glass fiber filter) and autoclaved seawater. 

They were cultured under natural illumination and daily replenished I. galbanaat2×10
5

 

cells/mL for 5 days. Firstl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temperature was 

adjusted at 22, 26, 30 and 34°C and salinity was fixed at 33 ppt. The salinity effect was 

secondly investigated. The salinity was adjusted at 10, 15, 20, 25, 30 and 33 ppt and 

temperature was fixed at 30°C. These salinities were prepared by diluting seawater with 

distilled water. In the last experiment, the diet effect was investigated using mentioned 

seven microalgae. Before the test began, tintinnids were placed in the fresh medium 

containing each diet to remove the impact of diet history for 24 hours. The volume of ISO 

(2×10
5

cells/mL) was used as standard to keep the equal biomass of diets in the vessel.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and every 12 hour recorded the number of 

tintinnid in 3 mL sub-samples under a stereomicroscope. Population growth rate (r) was 

calculated from following equation:

tNNr it /)ln(ln −=

where, t is culture days with maximum density when tintinnid density (cell/mL) was the 

highest, Ni and Nt are the initial and highest tintinnid density, respectively.

 

2 . 4 .  Statistic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If significant (P＜0.05) difference was found in 

the ANOVA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used to rank the group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program Ver. 12.0 (SPSS Inc., Michigan Avenue, Chicago, Illinois, USA).

3. Results and discussion 

3 . 1 .  M orpholog ical and ecolog ical characteristics of Metacylis jörgensenii

M. jörgensenii used in this study had a small, hyaline and ovoid lorica. The oral 

diameter, length and maximum width were 36.7 ± 0.8 μm, 49.5 ± 5.5 μm and 44.5 ± 1.1 μ

m, respectively (n=30). The collar was short (7～8 μm) with 2 annuli (Fig. 1A). The shape 

of the aboral end was slightly pointed (Fig. 1C). The variation of the lorica length was 

wide from 42 to 59 μm.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result of binary fission and lorica 

growth processes. The individuals with relatively short loricae mean the young forms that 

are developing (Gold and Morales 1976). In this study, when the turbulence of water took 

place, M. jörgensenii settled down to the bottom with the form that the oral cilia was 

shrunk into the lorica and then as the disadvantage disappeared, they swam again with 

rectilineal or round motion using their oral cilia. The swimming speed of M. jörgensenii 

was faster than the rotifer.

The binary fission was found in the culture (Fig. 2). The fission time was around one 

hour. After mother and daughter cells separated from each other, new loricae of separated 

cells were produced within approximately 20 minutes. Generally, the asexual reproduction 

method of tintinnids is binary fission with a lorica while that is dividing. In brief, first, a 

new daughter cell is formed on the ventral side of the mother cell with a lorica. When the 

daughter cell is fully grown and freed, the posterior daughter (mother cell) occupies a 

mother lorica and the anterior daughter builds a new lorica (Gold 1968, Taniguchi 1978, 

Laval-Peuto 1981, Laybourn-Parry 1992). As shown in Fig. 2, however, M. jörgensenii in 

this study undergoes the binary fission without lorica, after division, both daughter cells 

make their lorica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information on the binary fission of M. 

jörgensenii sofar. On the other hand, we could not find both cyst and isogamous 

conjugation in the tintinnid. It is known that tintinnids form the cyst through the sexual 

reproduction whe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become harsh. While the life story of 

tropical species could be simply by a little changing in temperature (Taniguchi 1978).

 

3 . 2 .  The culture of Metacylis jörgensenii 

In the temperature experiments, the highest maximum dens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were found at 30°C with 340.7 cells/mL and 1.1/day (P<0.001), followed by 26°C with 131.7 

cells/mL and 0.8/day respectively, but the treatment at 22°C kept low density with 1 to 7 

cells/mL, even M. jörgensenii at 34°C showed negative growth and eventually died on the 

3.5
th 

day (Table 1, Fig. 3A).

The population growth of tintinnids is regulated by not only temperature but also food 

availability (Gilron and Lynn 1989). According to Stoecker et al. (1983) and Verity (1985), 



the growth rates of Favellasp., Tintinnopsis vasculum and T. acuminate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In the present study, M. jörgensenii showed a similar pattern to 

the above. Although the maximum temperature of sampling site is 35°C during the day, M. 

jörgensenii did not grow at 34°C. This can be explained by diel vertical migration (Dodson 

1990). 

Lower salinities negatively affected the population growth of M. jörgensenii. The 

maximum density was shown at 33 ppt (840 cells/mL), and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s. While the population growth rate was the highest at 30 ppt (P<0.001), and the 

lowest at 20 ppt; they could not grow (Table 1,Fig. 3B).

Tintinnids are algivorous filter-feeder (Gold 1970,1971,1973, Rassoulzadegan and Etienne 

1981, Nagano et al. 2000, Kamiyama and Arima 2001). In this study, M. jörgensenii fed 

I.galbana showed the highest dens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413 cells/mL and 1.2/day, 

P<0.001). However, the tintinnid fed N.oculata died on day 3.5 (Table 1,Fig. 3C). It is 

known that ciliates are not able to digest phytoplankton with hard cell walls such as 

N.oculata because ciliates have no jaw which can break hard cell walls as a rotifer (Payne 

and Rippingale 2001, Chengetal.2004). Picoplankton is important as a food source for 

microzooplankton, in practice, the cyanobacteria Synechococcusspp. is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food in the tintinnid vacuoles (Bernard and Rassoulzadegan 1993). On the 

contrary, M. jörgensenii showed the lowest population growth when they fed on 

Synechococcus spp. Tintinnids are known as a selective filter feeder based on prey size 

(Stoecker et al. 1981, Bernard and Rassoulzadegan 1993) and this organism tends to have a 

preference for larger sized prey. In the study of Stoecker et al. (1995), 10 μm particles 

(equivalent spherical diameter) were captured more efficiently than smaller particles (4 μm) 

by Favella sp. Moreover, Kamiyama and Arima (2001) reported that the prey selectivity of 

F. taraikaensisis higher for larger algae than the smaller algae such as Pavlova lutheri 

undermixed prey conditions. Preferred prey size is related to lorica oral diameter (Dolan 

2010) and the maximum ingested food size is up to 40-45% of the oral diameter of the 

lorica in tintinnids (Spittler 1973). Therefore, M. jörgensenii can ingest the prey with the 

maximum size of 16.5 μm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C.simplex, it has the suitable size 

of 4.2×6.1 μm to be ingested, while it would be difficult to be taken by M. jörgensenii due 

its long seta (approximately 24 μm) which is over the size limit.

In conclusion, the culture conditions at 30°C, 33 ppt and supplying I. galbana would be 

effective in mass culture of M. jörgensenii. The results suggested that M. jörgensenii 

seems to be a test organism or potential candidate as a prey organism for early fish larvae 

with smaller mouths due to their small size and relatively higher growth rate and 

maximum density than the other species (Table 2).



Experiments
Maximum density 

(cells/mL)
 

Population   growth 

rate (/d)

Temperature (°C)

22 7.0   ± 0.58 a  0.4 ± 0.06 a

26 131.7   ± 5.36 
b

 0.8 ± 0.01 
a

30 340.7   ± 31.20 
c

 1.1 ± 0.06 
b

34 8.0   ± 2.65 a  0.6 ± 0.20 a

Salinity (ppt)

10  -
1

  -  

15  -    -  

20 5.3   ± 0.33 a  0.4 ± 0.13 a

25 183.3   ± 25.10 
b

 1.2 ± 0.08 
b

30 596.7   ± 29.63 
c

 1.7 ± 0.08 
c

33 840.0   ± 46.19 d  1.4 ±
0 . 1 2   
bc

Diet

ISO 413.3   ± 48.48 
c

 1.2 ± 0.06 
c

TET 129.3   ± 42.73 
b

 0.8 ± 0.06 
b

GISO 84.7   ± 14.81 ab  0.9 ± 0.02 b

PAV 45.3   ± 11.68 
ab

 1.0 ± 0.01 
b

CHA 5.3   ± 0.33 
a

 0.5 ± 0.10 
a

NAN  -      -        

SYN 4.3   ± 0.33 
a

 0.5 ± 0.09 
a

Table 1. Growth of Metacylis jörgensenii cultured at different conditions

1
Negative population growth rate.

ISO, Isochrysis galbana; GISO, Green Isochrysis sp.; PAV, Pavlovalutheri; TET, 

Tetraselmis tetrathele; NAN, Nannochloropsis oculata  SYN, Synechococcus sp.; CHA, 

Chaetoceros simplex.
a,b,cValues (Mean±SE)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pecies
Population 

growth rate
(/d)

Maximum 
density 

(ind./mL)
Diet

Temp. 
(°C)

Source

Tintinnopsis   
beroidea

~0.23 3000
Isochrysis   galbana
Platymonas tetrathele, 
Rhodomonas lens

10 Gold ( 1971)

Eutintinnus   
pectinis

~1.44a  
I. galbana, 
Monochrysis   lutheri, 
Dunaliella   tertiolecta

18 Heinbokel (1978)

T. acuminate ~1.2a  
I. galbana, 
M. lutheri, 
D.   tertiolecta

18 Heinbokel (1978)

Favella sp. 1.39  Heterocapsa   triquetra 20
Stoecker et 
al.(1983)

Favella sp. 0.65 ~50 H. triquetra 15
Stoecker and 
Evans (1985)

T. acuminata 2.0b <10 I. galbana 20 Verity (1985)

T. vasculum 1.1
b

 <10 Dicrateria   inornata 15 Verity (1985)

T. beroidea ~0.46a 720
Gymnodinium sp.,
Paviova lutheri

22
Kamiyama and 
Aizawa (1987)

Amphorella   
quadrilineata

~0.46a 437
Gymnodinium sp.,
P. lutheri

22
Kamiyama and 
Aizawa (1987)

F. taraikaensis 1.19  
Alexandrium   
tamarense

15
Kamiyama et al. 
(2005)

F. taraikaensis 1.31  H. triquetra 15
Kamiyama 
etal.(2005)

Metacylis   
jörgensenii

1.7 840 I. galbana 30 Present study

Table 2. Growth rates and maximum densities of tintinnids in laboratory experiments

a 
Estimated from figure of sources. 

b
Recalculated from the value of source by the equation 

used in present study.

 

25 µm

A B C

 Fig. 1. Metacylis jörgensenii. A, the focus is at the front of the tintinnid to find the 

annuli of collar (arrows indicate); B, centralfocus; C, fixed individual with formalin and a 

arrow indicate slightly pointed aboral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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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The moment of binary fission in the tintinnid Metacylis jörgense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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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Variation of population growth against temperature (A), salinity (B) and diet (C) 

in the tintinnid Metacylis jörgensenii. Vertical bars describ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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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logenetic relationships between pontellid genera 

in the South Sea, Korea 

              

정 경1, 서해립2, 서호 3

1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 건립추진단
2 남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환경해양학과

   The family Pontellidae Dana, 1853 are widely distributed from the tropical to the boreal 

waters and especially dominated in the surface waters (0-30 ㎝) of the tropical and the 

subtropical regions. To assume the phylogenetic relationships between pontellid genera, we 

analyzed the DNA sequences of two mitochondrial genes, 16S rRNA and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mtCOI). The specimens were collected in the South Sea of Korea using 

a David-hempel neuston net. DNA sequences determined by a 615 bp of mtCOI and a 318 

bp of 16S rRNA. The molecular phylogenic relationships generated by NJ, ME, MP and BI 

reconstructions could be summarized by : (Pontellina, Pontellopsis (Labidocera (Calanopia, 

Pontella))). The genera Pontellina and Pontellopsis comprising the first offshoot were 

characterized by carnivores, while the final offshoot, the Labidocera-Calanopia-Pontella 

clade, was omnivores. The first offshoot also was characterized by the discontinuous and 

slow swimming behavior and the SAS existence. However, the continuous swimming 

behaviors of the Labidocera and Pontella as well as the existence of SAS of Pontella 

show that these characteristics were independently taken in the evolutiona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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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EM으로 관찰한 매물도 주변해역에 출현한 규조류의 

형태적 관찰

            

이정아, 김병석, 박종규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남해 매물도 주변 해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 출현종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7월과 

10월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결과 7월에  총 72종의 식물플랑크톤 중 규조류가 24속 29종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현존량의 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월에는  총 126종의 식

물플랑크톤 중 규조류가 33속 88종으로 전체 현존량의 7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1년 7월과 10월에 매물도 출현한 규조류 중 Psedo-nitzschia속, Cerataulina속, 

Eucampia속, Rhizosolenia속, Probosia속, Leptocylindrus속을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각 속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여 각 속의 형태학적 

분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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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춘계 제주도 연안의 착생와편모류 Gambierdiscus 

sp.의 분포

장보라, 김형섭+, 이원호

군산 학교 해양학과, 군산 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상승으로 (아)열 성 해양 동 ․ 식물의 출 이 증가

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연안에서 (아)열 성 서와편모류의 출 에 한 보고가 있어 (Kim 

et al. 2011; Jeong et al. 2012) 이를 규명하기 해, 2011년 2월 ~ 12월까지 제주도 연안

의 6개 지 (강정, 남원, 성산, 신도, 애월, 조천)에서 격월 조사를 실시하 다. 2월과 4월의 시

료를 분석한 결과 Amphidinium sp., Coolia sp., Gambierdiscus sp., Ostreopsis sp., 

Prorocentrum sp. 등의 5종류가 우 속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어류독성을 유발하는 

Gambierdiscus sp.는 지역과 계  그리고 부착 상 형해조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존량

을 나타내었다. 강정에서는 2월에 유 석회조류, 갈색 마디말, 왜잎송진내, 불래기말에서 평균 

24±6 cells g
-1

 wwt, 4월에 참곱슬이, 유 석회조류에서 평균 14±2 cells g
-1

 wwt의 존량

을 기록하 으며, 2월 불래기말에서 32 cells g-1 wwt의 최고치를 보 다. 지역별 최고치는 

남원에서는 4월 불래기말에서 78 cells g
-1

 wwt, 신도에서는 4월 유 석회조류에서 9 cells 

g
-1

 wwt, 성산에서는 4월 그물바구니에서 4734 cells g
-1

 wwt, 애월에서는 2월 미역에서 30 

cells g-1 wwt, 조천에서는 2월 긴까막살에서 7 cells g-1 wwt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신도

에서는 2월, 애월과 조천에서는 4월에 출 하지 않았으며, 2월과 4월 모두 성산에서 월등히 

높은 존량을 확인하 다. 성산지 의 수온  염분은 체 지  측정치의 간 정도이므로, 

외 으로 Gambierdiscus sp.의 존량이 높은 상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

다. 이 속은 본래 (아)열  해역에 서식하며 강한 독성을 가진 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

를 통해 제주도 연안의 다양한 지역과 해조류에서도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지구온

난화로 인한 아열 화의 진행에 따라 제주도 연안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Hyung Seop Kim, Wonho Yih et al. 2011. Ocean Science Journal 46, 205-209.

 2. Hae Jin Jeong, Wonho Yih et al. 2012. Journal of Eukaryotic Microbiology 59,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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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newly recorded species of the genus  

Strombidium Claparède and Lachmann, 1858 

(Ciliophora: Spirotricha: Oligotrichia) from 

southern coast of Korea

 

이은선1, Dapeng Xu1, 최정민1, 신만균2, 김 옥1* 

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656-830)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 1길 41 
2

울산 학교 자연과학 학 생명과학부

(680-749) 울산 역시 남구 학로 93
 

To supply the morphological and ecological information of oligotrich ciliates in 

Korea, water samples were seasonally collected in Gwangyang Bay (19 sites) 

and Jinhae Bay (23 sites) from August, 2010 to November, 2011 and processed 

by QPS (quantitative protargol staining) method. As a result, six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Strombidium Claparède and Lachmann, 1858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Strombidium bilobum Lynn and Gilron, 1993; S. dalum 

Lynn et al., 1988; S. emergens Kahl, 1932; S. epidemum Lynn et al., 1988; S. 

pollostomum Lynn and Gilron, 1993; S. tressum Lynn et al., 1988. Strombidium 

bilobum is a middle sized Strombidium (20-50 µm in length) and has bilobed 

macronucleus. S. dalum is a small sized Strombidium (≤ 20 µm in length), 

having torch-like spiralled anterior membranelles and inverted triangle-shaped 

macronucleus on posterior pole. The middle sized S. emergens has open and 

deep oral groove extending to girdle portion. The small sized S. epidemum has 

conspicuous trichites surrounding the body anterior to girdle portion and ventral 

membranelles are distinctly separated from anterior membranelles. S. 

pollostomum is also a small sized Strombidium but its ventral membranelles are 

continuously connected with anterior membranelles. The small sized S. tressum 

has torch-like spiralled and extremely long trichites among the cilia of anterior 

membranelles. These six species were newly reported from Korean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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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ecord of six naviculoid diatom genera from 

Korean tidal flats

Jinsoon Park1, Jongseong Khim1, Chul-hwan Koh2

1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enthic diatom assemblages of Saemangeum tidal flats were investigated. Surface sediments (top 5 

mm) were collected from low tidal area of Saemangeum (E126°35´, N35°46´) on Aug. 2003. 

Cleaning and preparation of permanent slides involved treatment by concentrated HCl and H2O2. 

Permanent slides were made using Mountmedia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Osaka, Japan). LM 

photos were taken using Olympus BX60 LM (Olympus, Tokyo, Japan) with a 60× Plan Apo 

objective lens, and a Zeiss Axioscop LM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 with a 100× Achromat 

objective lens. Total of six genera of naviculoid diatoms viz. Cymatoneis Cleve, Dickieia Berkeley 

ex Kützing emend. D.G. Mann, Fallacia Stickle & D.G. Mann, Luticola D.G. Mann, Planothidium 

Round & Buktiyarova, and finally Scolioneis D. G. Mann were firstly recorded from Korea. 

Small-sized genera such as Catenula and Fallacia may have been neglected during LM observation 

in other studies.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will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biodiversity 

of Korean marine benthic dia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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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개발사업 환경 향평가 향 측 결과에 근거한 

해양동ㆍ식물상 조사정  선정방안

- 발 소, 교량  해안인  개발사업을 심으로 -

맹 호ㆍ조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발 소, 교량 해안도로  해안인  개발사업과 같은 해안개발사업을 실시하기 해 사 에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향평가시 해양생태계에 한 황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 해양동ㆍ식물상 황조사에서 가장 요한 것은 상해역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조사정 의 과학  선정방안이다. 그러나 재 항발 소, 교량 해안도로  해안인  개

발사업과 같은 해안개발사업의 해양동·식물상 황조사시 조사정 의 선정방법에 있어 환경

향평가서 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동ㆍ식물상에 한 조사범   조사정 의 수

는 사업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나 재는 이에 한 명확한 구분이나 객

 기 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약 74건의 해안개발사업 환경

향평가 향 측 분야에 한 정 분석을 통하여 과학 이며 객 인 해양생태계 조사정  

선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방법으로는 첫째, 발 소, 교량 해안도로  해안인  개발사업의 환경 향평가

서를 토 로 해수유동 변화, 공사시 부유사확산  운 시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향범 를 

분석하 다. 둘째, 국내외 해양동ㆍ식물상 조사정  선정방안에 한 사례와 해양생태계에 

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  등의 황을 악하여 해양동ㆍ식물상 조사정 의 개선방

안을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 해양동ㆍ식물상의 향범 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물리  향 측에 해당되며, 

해역별로 향범 를 크게는 평균  최  향범 로 나 었고, 세부 으로는 세 해역으로 나

었다. 세 해역이란, 사업 상(매립지역) 내에서의 해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물리  향범  

내에서의 해역, 물리 으로 최 한 향범 에서의 해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립지역 내에서

의 해역을 최소 조사범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물리  향범  내에서의 해역을 평균 조사범

, 향범  밖에서의 해역을 최  조사범 라고 표 하 다. 이러한 조사범 에 따라 조사정

 수를 제시하면, 사업 상 내에서의 최소 조사범 에 따른 조사정  수는 체 조사정  수

의 20∼30%, 물리  향범  내에서의 평균 조사범 에 따른 조사정  수는 체 조사정  

수의 60∼70%, 향범 에서의 최  조사범 에 따른 조사정  수는 체 조사정  수의 10∼

20%로 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해안개

발사업 련 합리 인 환경 향평가 기법을 제공하고, 환경 향평가서 작성을 한 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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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sources and benthic trophic structure in 

an invasive seagrass Halophila nipponica bed, 

based on stable isotope analy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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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립, 

3
강창근

1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 건립추진기획단 

2
남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
포항공과 학교 해양 학원

The carbon sources and benthic trophic structure in an invasive seagrass 

Halophila nipponica bed were studied through the carbon and nitrogen isotopic 

characterization of a large set of soft-bottom macrobenthic invertebrate and 

potential food sources. Allochthonous materials as well as H. nipponica did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is benthic trophic structure as indicated by: (1)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δ13
C signatures (respectively mean -24.5 ± 0.9 and -8.9 

± 0.3‰) and those of sampled animals (between mean -17.7 ± 0.8 and -12.6 ± 

0.5‰); and (2) their low inputs to the bay. Benthic primary consumers fed 

mostly on sediment organic matter, which tightly with suspended particulate 

organic matter and sedimenting organic matter due to sediment resuspension, 

and primary producers (epibenthic diatoms and macroalgae). Our results suggest 

the occurrence of a transfer between marine SOM and some invertebrates and 

fishes through macrofauna, and between primary producers and benthic 

amphipods and fishes through meiofauna. These differences were mostly related 

with feeding types and resulted in distinct isotopic signatures. Assuming a 
15N-enrichment factor of 3.4‰ between the lower and upper ranges of two 

successive trophic levels, we estimated that the benthic food web of this study 

area was composed of 3 trophic levels. The comparison with our δ13
C values 

suggests that the whole trophic food chain is affected by primary producers at 

seagrass bed even though these effects are maximal for deposit-feeding and 

carnivorous polycha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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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에 출 하는 요각류의 gut pigment 분석 

             

조규희1, 김웅서1, 강정훈2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본부,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서 론

  황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많은 어족 자원의 산란장  회유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로 인해 어류의 생산력에 향을 주는 동물 랑크톤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를 통해 황해 출  동물 랑크톤의 종 목록  잠재 인 개체수 조사되어 왔다. 황해

의 동물 랑크톤 군집은 남해나 동해와 비교하여 비교  단순한 구성을 보인다. 황해의 

동물 랑크톤 군집은 계 에 따라 일부 해역에서 야 충과 같은 단일 분류군의 량발생

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 요각류가 우 한다. 요각류 에서 Calanus 

sinicus가 황해에서 우 할 뿐만 아니라, 황해 유용어류자원의 주요 먹이원으로 요성이 

악되고 있다(Meng, 2003). 한 최근 연구를 통해 Calanus sinicus의  over-summering 

site 임이 밝 져 황해 층냉수괴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  가치의 해석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Wang et al. 2003). 

  황해 해양생태계내에서의 동물 랑크톤의 역할을 악하기 해서는 동물 랑크톤의 종

조성  개체수는 기본 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섭식에 한 연구가 함께 수행

되어야 한다. 동물 랑크톤은 해양생태계 내 먹이망에서 하  양단계에서 상  양단

계를 연결해주는 에 지 흐름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 내에서 우 하

는 요각류에 한 연구는 동물 랑크톤 군집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해하는데 유

용한 고리를 제공해  것이다. 동물 랑크톤의 식물 랑크톤 섭식률을 측정하는 한 방법

으로 gut fluorescence method(소화  형  방법)이 있다 . 본 실험방법은 측정값에 오차

를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들이 있지만 장에서 섭식률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는 황해에 우 하는 요각류의 gut pigment 

분석을 수행하 다. 이을 통해 황해 해양생태계 내의 먹이사슬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이해

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 료   방 법

  동물 랑크톤 공간분포  종조성을 연구하기 하여 지름 60cm, 망목 200㎛인 층별채

집네트를 사용하여 황해 심해역에 있는 정 과 비교  연안에 근 한 정 에서 수행되

었다. 각 정 별로 수심을 4-5개 층으로 나 어 층별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는 1L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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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폴리에틸  병에 옮긴 후 성 포르말린으로 최종농도가 5%가 되도록 고정하 다. 동

물 랑크톤 분석은 해부 기명(ZEISS model Stemi-2000C)하에서 동정하 다. 네트에 유

으며, 수직으로 5개의 수심을 나 어 층별 채집하 다. 채집 후 버킷에 모아진 시료를 200

량계(Hudro-Bios Mpdel 438-115)를 부착하여 네트를 통과한 해수의 여과부피를 환산하

다. 

  요각류의 gut pigment 분석을 한 채집은 황해의 심부에 치한 정 과 연안에 근

한 정 에서 수행되었다. 동물 랑크톤 조사를 한 동일한 층별채집네트를 사용하여 

채집하 으며 200 ㎛의 여과 칼럼으로 여과한 후 여과지를 즉시 냉동보 하 다. 냉동된 

여과지를 꺼내어 우 하는 요각류(Calanus sinicus 와 비슷한 크기의 요각류는 최소 20개

체, 이보다 작은 크기의 요각류는 최소 40개체) 암컷을 골라 10ml glass tube에 넣는다. 

각 tube에 90% 아세톤을 5ml 첨가하여 냉장상태로 24시간 용출한 후 형 측정기 (Tuner 

Designs 10-AU)로 분석하 다. 

결 과   토의 

해양생태계 내에 동물 랑크톤  우 하고 있는 요각류는 어류의 유생시기의 주요 먹이

생물로 하  양단계와 상 양단계를 연결하는 간 매개체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해의 동물 랑크톤을 연구하는 것은 생물해양학 인 에서 뿐만 아니라 수산

학  에서도 요하다. 해양생태계 내에서 동물 랑크톤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한 한 방법으로 동물 랑크톤  많은 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요각류를 

연구하는 것이다. 요각류의 종조성  분포를 악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생태와 생리

에 한 연구가 수반되어 한다. 황해에서 우 하는 요각류인 Calanus sinicus는 한 분포 

 섭식에 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왔다.  Li et al. (2004)는 하계에 조사가 실시되어 

황해 층냉수괴에 속하는 정 과 동 국해에 속하는 정 들에서 동물 랑크톤 분포  섭

식연구를 수행하 다. 황해 층냉수괴에 속하는 정 (암컷 성체 0.72 ng ind.-1, 유생 CV

기 0.14 ng ind.
-1

)에서 채집한 C. sinicus의 gut pigment 값이 동 국해에 속하는 정 (암

컷 성체 4.20 ng ind.
-1

, 유생 CV기 1.20 ng ind.
-1

)보다 상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C. 

sinicus의 색소값은 1-10 ng ind.-1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i et al.의 C. sinicus의 

gut pigment 분석결과 0.24-2.52 ng ind.
-1 

범 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값이 낮은 이유

는 황해의 여름 해역에 먹이가 제한 이어서 C. sinicus의 섭식활동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해역은 다르나 황해의 쪽에 치한 발해 (Bohai Sea)에서의 동물

랑크톤 섭식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철과 여름철 두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Li et 

al., 2003). 두 시기를 비교해본 결과 철이 여름철에 비해 동물 랑크톤의 섭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황해냉수괴가 형성되기 인 철(4월) 조사로 식물 랑크톤  발생이 시작되

는 단계이다. 기존의 철 식물 랑크톤 조사 결과 수층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정 에

서는 낮은 엽록소-a 농도를 보 으며, 성층의 깊이가 깊어지며 수층이 안정되어 높은 엽

록소-a 농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층의 안정도에 따른 식물 랑크

톤의 성장에 따라 동물 랑크톤의 섭식에도 향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름보다는 

높은 섭식률이 나타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조사 정 의 치에 따른 값의 차이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황해의 심해역에 치한 정 과 연안에 가까운 정 , 북쪽에 

치한 정 과 남쪽에 치한 정 들 간의 섭식률도 차이가 날 것으로 단된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요인들과의 상 성 연구를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황해는 국와 한반도로 둘러싸여 있어 어업에서 국가  분쟁이 발생하는 해역이다. 기

존의 황해의 조사는 우리나라보다 상 으로 국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국

의 해역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황해 해양생태계 체를 이해하는데 있어 하

나의 문제 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황해의 동쪽지역에 한 조사 결과

를 제공하여 황해 해양생태계의 구조  기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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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Phylogeny of Tintinnid Ciliates 

(Ciliophora: Tintinnida) Based On Multiple 

Gene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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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s and phylogeny of tintinnid ciliates (Ciliophora: Tintinnida) have 

always been difficult due to the known polymorphism of the lorica and the lack 

of infraciliature information of the zooids. Thus,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deduce their relationships based on combined evidences from both morphology 

and gene sequences. Although molecular approaches have been increasingly 

employed to construct ciliate phylogeny, the phylogeny of tintinnids is still at 

very early stage which is mainly because of insufficient taxon sampling and 

using single molecular marker that has greatly hindered advances in determining 

the evolutionary relationships in this species-rich group. From the beginning of 

2011, tintinni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different locations along Korea 

coastal waters (e.g. Gwangyang Bay, Jinhae Bay, Jangmok Bay),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Totally, we sorted out 60 tintinnid samples which 

belong to 30 species representing 15 genera and three genes coding for SSU 

rDNA, ITS1-5.8S-ITS2, and LSU rDNA of all these tintinnids were amplified 

and sequenced. Phylogenetic analyses of all sequences available tintinnids were 

performed using various methods. This is the first time to elucidate tintinnid 

phylogeny based on multi-genes analyses. Our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1) 

The status of Coxliella, which was considered as a “questionable” genus, was 

validated combining morphological, ecological, and molecular data; (2) The 

phylogenetic positions of some previously unsequenced species/genera were 

revealed; (3) The inter- and intra-specific variations among tintinnids based on 

three gene sequences incorporating our new sequences and the ones from 

Genbank were analyzed. Further collection of the previously unsequenced  

tintinnids taxa waters will deepen our knowledge of the phylogeny and 

biodiversity of these c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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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onia hirsuta Wi, Böttger-Schnack and Soh, 2010 

(Copepoda, Oncaeidae), first record from the 

Northeastern Pacific, with the description of the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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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female of Triconia hirsuta Wi, Böttger-Schnack and Soh, 2010, a large oncaeid 

species originally described from Korean waters (NW Pacific, 34°05.97'N, 129°47.32'E), 

is recorded from the Northeastern Pacific (10°30'N, 131°20'W). The male is described 

for the first time. T. hirsuta can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other species of 

conifera-subgroup b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anterolateral margin of the 

genital double-somite with ornamentation and the different integumental pore patterns 

in both female and male. The present record of T. hirsuta is a wide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is species in tropical and warm-temperate regions of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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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Wellsopsyllus (Copepoda, 

Harpacticoida, Paramesochridae) from Gosapo beach, 

Korea
               

백진욱1,2, 이원철2

1
국립해양생물자원  건립추진기획단

2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A study on the harpacticoid copepods from the intertidal zone of Gosapo beach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two paramesochrid copepods. The first new species is 

placed in the genus Wellsopsyllus (Wellsopsyllus) because of the 1-segmented of P2-P3 

endopod. This new species W (W). sp. 1. nov. clearly included in the genus 

Wellsopsyllus (Wellsopsyllus) by combination of three characteristics: 1) 3-segmented of 

P4 exopod, 2) 1-segmented of P2-P3 endopods without seta, and 3) P1 endopod-2 with 

one apical seta. However, the new species W. (W.) sp 1. nov.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congeners in the genus by the three characteristics: 1) caudal rami with two 

blunt setae, and seta VII located at sub-distal margin, 2) P2 and P3 endopod represent 

by small blunt process, and 3)  unique shape of P5. The second new species is placed 

in the genus Wellsopsyllus (Scottopsyllus) because of 3-segmented exopod and 

2-segmented endopod of P4. The new species W. (S.) sp. 2. nov. shows a unique 

combin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1) distal margin of endopodal lobe dimply with two 

same length setae, 2) caudal seta V consists of stout spine and long cylindrical seta, 

and 3) five unexpected inner setae bundle on P1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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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에서 형 서동물의 분포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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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 부해역에서 형 서동물 군집의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해 17개의 정 을 선정하여 총 4회 (2007년 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형 서

동물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본 해역에서  조사기간동안 1~11개의 형 서

동물 분류군이 출 하 다.

조사기간 동안 형 서동물의 평균 서식 도는 393 indiv. 10cm-2이었으며  11월에  

최 값인 474 indiv. 10cm
-2

, 2월
 

최소값인 285 indiv 10cm
-2

이 다. 평균 생물량은 

183.15 ㎍C· 10㎝
-2

이 으며 5월에 최 값인 272.63 ㎍C· 10㎝
-2

, 2월에 최소값인 

123.26 ㎍C· 10㎝-2이 다.

 조사기간 에 최우  분류군은 선충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성 요각류 다. 

서성 요각류는 총 16과로 분류되었으며 Ectinosomatidae와 Miraciidae가 우 하

다. 

 형 서동물과 정 간 유사도를 알아보기 한 군집분석 결과, 각 정 별로 명확

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형 서동물 주요 분류군 서식 도와 환경요인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선충류는 Mz (+0.242, p<0.05), TOC (+0.372, 

p<0.01), Co (+0.250, p<0.01), Cu (+0.259, p<0.01), Zn (+0.239, p<0.01)와 양의상

계를 나타냈다. 서성 요각류는 Mz (+0.448, p<0.01), TOC (+0.289, p<0.01), Co 

(+0.404, p<0.01), Cr (+0.463, p<0.01), Cu (+0.507, p<0.01), Ni (+0.488, p<0.01), Zn 

(+0.507, p<0.01)와 양의상 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생물량을 기 으로 상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선충류는 Mz (+0.276, p<0.05), TOC (+0.287, p<0.05), Cu 

(+0.305, p<0.05), Ni (+0.239, p<0.05)와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형 서동물과 질 입도와 일부 질 속에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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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five species of 

macroalgae

김주형, 강은주, 김광용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We installed outdoor continuous-flow experimental system for evaluating ocean acidification 

effects on dominant macroalgal species in sublittoral zone. Target CO2 concentration was 

manipulated by CO2 saturated seawater, and small volume of CO2 saturated seawater was diluted 

with natural seawater (ca. 450 ppm, ×2: 1000 ppm, ×4: 1800 ppm). Five species of macroalgae 

(Ulva pertusa, Codium fragella, Sargassum horneri, Sargassum thunbergii, and Prionitis corner) 

were exposed to different CO2 concentrations. The growth rates varied among the species under 

ambient condition, and growth rates of each species was significantly changed under acidified 

seawater. Growth of S. thunbergii was accelerated by high CO2 concentration; on the contrary 

growth of P. cornea was inhibited by enhanced CO2 concentration. Photosynthetic O2 production 

was similar pattern to that of growth rate.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macroalgal physiology could be changed by preference of carbon species in the future, and it will 

lead to changes of macroalgal communit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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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서성 요각류 

성체와 유생의 생존율 측정

오제 1,2, 유옥환1, 이원철2, 김동성1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해수  PCO2의 농도 변화가 서성 요각류에 미치는 생리 인 향을 악하기 해 서성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를 이용하여 성장단계  성체와 유생을 상으로 해수  이산화

탄소 농도별 생존율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상종인 Tigriopus japonicus는 향후 진행될 다

양한 장기 인 생리실험을 해 강릉 학교 먹이생물연구실에서 분양받아 실험실로 옮겨 배양

한 후에 사용하 다. 생존율 실험을 한 CO2 노출농도는 400 ppm( 조구), 1000 ppm, 1600 

ppm으로 하 다. 성체를 상으로 한 실험은 150ml 용량의 chamber에 각 10마리씩 농도별로 

3개의 chamber를 투입하여 7일간 실험을 진행하 고, 유생을 상으로 한 실험은 각각의 실험 

농도로 포화된 해수를 주입한 24 well plate를 이용하여 각 농도별로 20개체씩 투입하 으며 

생활사 단계를 고려해 5일간 매일 실험을 진행하 다.  공통 으로 16/8 시간의 조건, 25℃ 

온도 조건하에서 먹이공 은 하지 않았고 생존율 측정은 24시간마다 이루어졌다. 성체 상 실

험 결과, 실험 시작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모든 농도에서 생존율이 조 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1600ppm의 경우 다른 농도에 비해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고, 유생 

상 실험 결과, 1000ppm과 1600ppm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으로 그 생존율이 감소하

는 양상을 보 으며 특히 성체를 상으로 한 생존율 실험과 비교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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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vertical mixing on phytoplankton productivity 

in a turbid river estuary

Brisneve Edullantes, Yongsik Shin

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Vertical mix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the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and 

whether this physical forcing enhances or declines productivity is recently deb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ponse of phytoplankton biomass and productivity to the dynamics 

of mixed layer depth and critical depth in Youngsan river estuary. Five stations along the 

axis of the estuary were sampled seasonally in 2011 to characterize the water columns in 

terms of hydrographic and biological properties. Water columns were well mixed in the 

upstream, while they were stratified in midstream and downstream in all seasons. 

Depth-averaged integral of Chl a concentration and primary productivity varied 

spatiotemporally, and ranged from 2.94 to 46.15 mg Chl a m-2 and 2.8 x 10-4 to 39.42 mg C 

m
-2

 h
-1

, respectively. Chl a concentration peaked above and declined below the mixed layer 

and homogenously distributed above the thermocline throughout the year. Phytoplankton 

productivity peaked during spring in the downstream where mixed layer depth was 

shoaling. Also, relative proportion between euphotic and mixed layer depth integrated Chl a 

concentration increased from winter to spring in the downstream, coinciding to the 

productivity peak.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mixed layer 

depth and the critical depth in regulating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biomass and primary productivity in a turbid aquatic system where photoautotrophs are 

often limited by the light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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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하구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 랑크톤 생리활성도 변화

정병 ,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환경생명공학과

 본 조사지 인 목포연안은 1982년 산강 방조제의 설로 자연하구의 기능이 상실되었으

며, 인 인 수문 조작과 최근 방조제 구조개선 사업으로 격한 환경변화가 상되는 지역

이다. 이와 같은 인공 인 하구 시스템에서 식물 랑크톤의 동역학  생리를 악하는 것은 

연안생태계를 이해하고 리하는데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 수로를 따

라 총 6개 정 을 선정하 고, 월별조사(2011년)를 실시함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 랑크

톤 생리활성도 변화를 악하고자 하 다. 장조사시 YSI-6600을 이용하여 수직  환경인자

를 측정하 으며, 각 정 에서 수심별 엽록소 a를 측정하 다. 식물 랑크톤의 생리활성도를 

평가하기 해 DCMU [3-(3,4-dichlorophenyl)-1,1-dimethylurea; diuron]를 이용하여 생체형

지수(Fluorescence response index, FRI)를 측정하 고, 한 Fast Repetition Rate 

Fluorimeter (FRRF)를 이용하여 PhotosystemⅡ photochemical efficiency를 측정하 다.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식물 랑크톤 생리에 향

을 주는 환경인자를 악하고자 하 다. 조사결과에서는 식물 랑크톤 생리활성도는 염분과 

탁도에 의해 크게 향을 받았으며, 특히 집 인 담수유입이 일어나는 하계에 낮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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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기, 동해연안의 식물 랑크톤 군집조사

              

이주연, 이 모, 장만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양에서 미소 랑크톤(<20 ㎛)이 체 식물 랑크톤 존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

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의 성격을 가진 동해에서 2003년을 기 으로 미세

랑크톤(>20 ㎛)과 미소 랑크톤(<20 ㎛)으로 나 어 존량을 조사하기 시작하 다. 특히 

수온기에 미소 랑크톤이 식물 랑크톤 존량의 50% 이상을 차지하 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온기에 동해에서 식물 랑크톤의 군집조성을 조사하기 해, 속 에서부

터 울산 내에 10개의 정 을 선정하여, 2012년 3월  2회 장조사를 수행하 다. 식물 랑크톤

의 크기에 따라 미세 랑크톤과 미소 랑크톤으로 구분하 으며, 미소 랑크톤은 형태에 따라 

각각 나 어 분류하 다. 조사 기간 , 수온은 8.24∼13.05 ℃, 염분은 26.25∼35.35 PSU로 조사 

지 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다. 식물 랑크톤의 존량은 1.94×10
5
∼4.36×10

6 
cells L

-1
로 조사되

었으며, 미소 랑크톤의 존량은 체 식물 랑크톤 존량의 최고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도 찰되었다. 그리고 20 여 종의 미세 랑크톤과 F(filament), O(oval), OF(oval & flagella), 

R(rod), S(spherical) type의 미소 랑크톤이 찰되었다. 체 식물 랑크톤 출 종  미세 랑

크톤은 규조류의 비 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미소 랑크톤은 S type이 일부지역에서 60% 이상

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해에서 수온기에 미소 랑크

톤의 존량이 큰 비 을 차지하고, 한 다양한 typ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미소 랑크톤에 한 분류와 생태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동해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 단 모 양 여 백 주 기 

왼쪽여백 0

오른여백 0

들여쓰기 0

줄 간 격 160

문단  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위  쪽 10.0

아래쪽 10.0

왼  쪽 20.0

오른쪽 20.0

머리말 10.0

꼬리말 10.0

제  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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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난, 자치어 군집변동

이은경,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최근 우리나라 동해에서 어획되는 어종이 변화함에 따라, 난, 자치어 시기의 종조성 변동

에 한 연구도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동해에서 실시된 어란  

자치어 조사결과를 통해 최근 20~30년 사이의 군집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해에서 난·자치어는 1984~2010년 사이에 약 60회 조사되었다. 1990년  , 후반에 걸쳐

서 동해  지역을 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고, 부분은 울진, 월성, 고리 등 원자력발

소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  반부터 최근까지는 독도 주변 해역의 조사가 있

었다. 조사시기별로는 , 여름, 가을, 겨울철을 표하는 2, 5, 7, 11월에 각각 7, 10, 8, 7회

씩으로 가장 빈번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자치어는 총 11목 64과 159종이 출 하 다. 이 에서 양볼락과

(Scorpaenidae)가 12종으로 가장 많은 종을 포함하 고, 다음으로 장갱이과(Stichaeidae)와 

가자미과(Pleuronectidae)가 8종, 둑 개과(Cottidae)가 7종, 청베도라치과(Blennidae)와 망둥

어과(Gobiidae)가 6종으로, 이들이 체 출 종의 30%를 차지하 다.

 출 종  52종이 열   아열  해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나타나, 체 출 종의 32.7%

를 차지하 다. 출 해역도 조사 상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반 으로 동해에 난류

성어종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도주변해역에는 제주도  남해

안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자리돔, 바리류, 독가시치, 샛돔 등이 꾸 히 출 하여, 

최근 39년간 동해의 수온이 0.8℃ 높아짐에 따라 난, 자치어 군집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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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AX와 Avaatech XRF Core-scanner의 코어퇴 물 

지화학 원소 분석 상호 비교
               

장태수
1

, 엄인권
1

, 정종옥
2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2경상 학교 공동실험실습

최근 2세  XRF core-scanner의 등장으로 코어퇴 물에 한 신뢰할만한 비 괴, 마이크론 

규모 해상도의 지화학 원소 로깅이 가능해졌다. 검출 가능한 원소는 주성분원소부터 미량원소까

지, 혹은 경원소에서 원소까지 폭이 넓다. 비록 코어스캐닝의 결과 값은 정량 인 원소 수

(counts per second)를 나타내지만, 상 인 비율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혹은 환경변화 연구에 

리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첫째, ITRAX와 Avaatech XRF core-scanner의 각각의 지화학 

원소 검출 능력을 평가하 으며, 둘째 코어퇴 물을 상으로 분석한 값을 상호 비교하 다. 셋

째, ICP-AES의 정량분석 결과와 XRF core-scanning 값을 비교하 으며, 마지막으로 XRF 

core-scanning 값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도, 함수율, 유기물함량)에 해 토의하 다.

검출능력을 평가하기 하여 표 시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분석기기 모두 원소 Ca, Fe, 

Mn, Ti는 양호한 검출결과를 보인 반면에, 경원소 Al, Si는 매우 낮은 값이 검출되었다. 마그네

슘(Mg)은 두 기기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ITRAX의 경우, 경원소 검출에 취약한 것으로 

정되었다. 미량원소(Zn, Cr, V, Zr, Sr)의 경우, 두 기기는 매우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토류 원소는 Y를 제외하고 모두 미검출 되었다. 한 표 시료 값에 나타나지 않는 일부원소

(Br, Ba)가 코어스캐닝에서 검출되어 그 값의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CP-AES 정량분석 값과 비교결과, 주원소 Al, Fe, Ca는 그 경향이 코어스캐 의 값과 체 으

로 일치하 으나 Ti는 반 의 경향을 보 다. ITRAX와 Avaatech사의 분석기기간 원소분석 비

교결과 그 변화 경향은 체 으로 일치하나, 원소 Si, Pb, Ba의 경우 ITRAX는 상 으로 매

우 낮은 값을 보 으며, 반면에 원소 Fe는 Avaatech 분석값이 낮게 평가되었다. 퇴 물 입도와 

원소검출의 상 계를 알아본 결과 부분의 원소는 입도의 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원소 

Ti과 Fe는 뚜렷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함수율의 향을 살펴본 결과 입도와 마찬가지로 원

소 Ti, Fe에서 양의 계를 나타낸 반면 다른 원소는 상 계를 찾기 어려웠다. 유기물의 함량

에 따른 원소 변화는 뚜렷하지 않아 그 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입도

와 함수율의 향은 Avaatech사의 XRF scanner 분석결과에서만 인지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원소는 퇴 물 물성에 따라 그 값의 변화가 뚜렷하여 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 분석기기간 검출결과의 불일치는 원소를 결정하는 에 지의 분해능의 차이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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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여차리 조간 의 

제 4기 층서- 비 연구 결과

최경식, 정재훈, 조주희, 오청록

남 학교 해양학과

   최근 강화도 여차리에서 획득된 심부시추 결과에 의하면, 강화도 여차리 조간 에는 제4기 

후기동안 형성된 퇴 층이 최  50미터의 두께로 발달한다. 이 퇴 층은 기복이 심한 기반암 

상부에 놓여 있으며, 후기 라이스토세와 홀로세퇴 층으로 구분된다. 후기 라이스토세와 

홀로세 퇴 층을 구분하는 시 스경계면은 기복이 하고, 평균해수면 아래 18에서 31미터 

사이에 발달한다. 홀로세 퇴 층은 조간 , 조수로, 조수성 사주의 퇴 환경에서 형성된 조수퇴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지 으로 최  27미터의 층후를 보이고 있으며 2개의 상향조립화 

경향의 층서  단 를 가진다. 퇴 학  층서학 인 비분석 결과 여차리 조간 는 홀로세 

기의 격한 퇴 작용이 우세한 에 지 환경에서 퇴 작용이 감소한 고에 지 환경으로의 

변화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홀로세 퇴 층의 구획화는 해수면 변동의 속도와 지형  요소에 의

해 통제되는 것으로 단된다. 후기 라이스토세 퇴 층은 하천환경의 하성퇴 층과 조간  

퇴 층이 교 로 산출되는 것이 특징 이며, 이는 동시기에 빈번한 기 면 변화와 련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하성퇴 층은 하부의 세립사 내지는 조립사의 사층리 퇴 상이 상부의 유기물

이 풍부한 풍화된 토층으로 피복되는 형 인 상향세립화 층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천

의 횡 인 성장과 범람원 퇴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후기 라이스토세 퇴 층은 

기반암이 기복이 낮은 곳에서 두껍게 발달한다. 여차리 조간 의 제4기 층서는 상 인 해수

면 변화, 퇴 물 공 , 기반암의 지형  특성에 의해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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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 Myr 동안 베링해의 고생산성 변화: IODP 

Expedition 323 Site U1343

              

김성한1, K. Takahashi2, Y. Kanematsu2, H. Asahi3,1, 김부근1

1부산 학교, 2규슈 학교, 3동경 학교

IODP Exp. 323 Site U1343은 베링해 륙사면을 따라 발달한 “녹색 ”로 불리는 표층 생산

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추되었다. 높은 표층 생산성은 알라스카 해류에서 기인한 베링사면해

류(BSC)에 의해 층수의 풍부한 양염이 공 되기 때문이다. Site U1343 상부 350 CCSF 

(m) 구간은 서성 유공충의 산소동 원소 값을 그리고 하부 구간은 natural gamma ray 

(NGR) 값을 이용하여 LR-04 stack 값과 비하여 연 를 설정하 다. 오팔 함량은 5-45%

에서 변동하며 오팔 집 률은 오늘날로 오면서 표층 생산성의 감소를 뚜렷하게 보여 다. 오

팔 함량의 wavelet 분석에 의해 1.25 Ma 까지 41,000년 주기의 지구자 축의 변화에 의한 

조 과 1.25 Ma 이후 100,000년 주기의 이심률 변화에 의한 조 을 확인하 다. 약 0.9 Ma

에 발생한 표층 생산성의 격한 감소는 해빙종 규조의 증과 공해종

(Neodenticulaseminae)의 감과 함께 나타났다. 이 시기동안 베링해에 비교  따뜻한 아극

지역의 향이 약해지고, 한랭한 극지역의 향이 강화되어 표층 생산성이 감한 것으로 해

석된다. 일반 으로 베링해의 표층 생산성은 해빙의 향이 은 여름철과 간빙기동안 높기 

때문에, 0.9 Ma 이후부터 간빙기동안의 생산성 감소는 범 한 해빙의 발달에 의한 한랭한 

여름 기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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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오세-올리고세 경계부 동 도 태평양 지역의 

풍성기원퇴 물의 함량  기원지 변화 

(IODP Expedition 320 Site U1333) 

이종민
1

, 형기성
2

, 김부근
1

1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 자원연구부

IODP Exp. 320 정  U1333(10°31′N, 138°25′W)은 동 도 태평양 Clipperton 단열 의 북쪽 

지역 수심 4853m에 치한다. Site U1333에서 시추된 코아들  U1333B의 1H에서 4H 구간의 

퇴 물에서 풍성기원 퇴 물을 추출하 다. 풍성기원 퇴 물의 기원지를 추 하기 해 Nd, 

Sr 동 원소 비와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 함량을 측정하 다. 코아의 연 는 IODP 

Exp. 320 승선 과학자들에 의해 제공된 생층서와 고지자기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되었다. 코아 

U1333B의 1H에서 4H 구간은 CCSF-A로 0.33-39.21 m에 해당되며 연 는 19.25-25.36 Ma로 

마이오세와 올리고세의 경계를 포함한다. 풍성기원 퇴 물의 축 률(Eolian Mass 

Accumulation Rate)은 14.9 ~ 282.4 mg/cm
2

/kr 사이에서 변한다. 올리고세 후기 동안에는 평균 

54.7 mg/cm
2

/kr 보 고, 마이오세 기동안 85.8 mg/cm
2

/kr의 변화를 보 다. 특히 기 마이

오세  22.31, 20.18, 20.11 Ma 시기의 축 률은 250 mg/cm2/kr 이상으로 마이오세  시기의 축

률 증가가 뚜렷이 찰되었다. 풍성기원퇴 물의 희토류 원소 함량과 더불어 εNd (-6.08 ~ 

-8.61)과 
87

Sr/
86

Sr (0.70838 ~ 0.70914)의 결과는 오늘날의 동 도/동남태평양 지역의 심해 표층

퇴 물 값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연구지역에는 19.25-25.36 Ma 동안 우세한 남동무역풍의 향

에 의하여 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기원한 풍성기원 입자의 지속 인 유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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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tiation from pseudo coral habitat with 

spectral analysis

오은송1,2, 엄진아1,3, 박숭환4, 최종국1, 유주형1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

연세 학교 천문우주학과
3연세 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4서울시립 학교 지리정보공학과

Recently, effective identification and mapping of coral reef benthic communities using 

remote sensing satellite have been developed to analyze their spectral characteristics. 

However, approaching to the accurate classification should deal with various correction 

steps. Especially in the coral classification research, the radiance and reflectance 

characteristics of coral reef and seagrass are similar so that classification accuracy is 

decreased even though using high resolution remote sensing data. In this study, we 

focused on spectral dissimilarity between coral reef and seagrass using a simple band ratio 

based classification technique with KOMPSAT-2 images in Weno island, Chuuk lagoon of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The proposed spectral differentiation method is the 

first-order classification way to use spectral radiance including Red, Green, Blue and Near 

Infrared bands. According to each band characteristic, the combination of band ratio can 

separate each index of coral reef ecology. In order to verify the classification accuracy, 

field campaigns were performed to check the coral reef index at 281 sampling points in 

2008 and 2011. Furthermore, the same process was applied to the acquired imagery from 

WorldView-2 satellit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simple spectral classification 

method is effective to notify an index with raw radiance data from the remote sensing 

data not handling various correction procedures. In addition, this suggested method is 

expected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in the mixed area of coral reef with 

sea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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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기반 분류 방법을 이용한 산호 서식지 분류

엄진아1,3 최종국1, 유주형1, 박숭환2, 원 선3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서울시립 학교 공간정보공학과
3연세 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산호  열  지방의 해안 생태계는 남획  오염 등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동안 서식지 구조 

 종이 격히 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도 세계 으로 산호가 어들게 되는 요인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호 서식지는 열  연안 지역에서 환경 변화를 지시하는 좋은 지

시자 역할을 하므로 환경변화를 감시하기 하여 지속 인 산호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하다. 따

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성 상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네이사 축 환 내의 웨노섬에

서 산호 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축 지역의 섬 연안에는 맹그로 숲이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해에는 산호 가 넓게 분포하며 그 사이에는 잘피밭이 형성되어 있다. 웨노 섬 한 

동일한 서식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 조사는 2008년과 2011년에 두 번 실시하 으며 비슷

한 시기에 얻어진 2008년, 2010년 KOMPSAT-2 상을 이용하여 객체기반 분류 방법을 이용

하여 산호 서식지를 분류하 다. 한 분류 결과를 장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2008년과 2010년 성 상 분류 결과와 장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약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객체기반 상 분류가 매우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

로 2년 여동안 산호 서식지 변화를 찰한 결과 2년여 동안 산호  잘피 지역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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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신자도 해빈 퇴 물의 시·공간 인 

변화

김백운
*

, 김부근
**

, 이상룡
**

*
군산 학교 새만 환경연구센터, 

**
부산 학교 해양학과

낙동강 하구에 치한 신자도 해빈의 상부, 부  하부 조간 에 해당하는 3개의 

횡단선을 따라 2005년 11월과 2006년 5월에 총 402개의 표층퇴 물을 채취하여 입

도 분석을 실시하 다. 조 에 의해 구분된 횡단선 자료에 근거하여 퇴 물 입도의 

시·공간 인 변화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횡단선 간에 평균입도, 분 도  왜

도와 같은 퇴 물 조직 변수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  검정법을 이용하 다. 평균

입도는 해빈 부와 하부 정 들에서, 분 도는 해빈 상부와 하부 정 들에서, 왜도

는 해빈 체에서 유의한 공간  변화가 나타났다. 2005년 11월에서 2006년 5월까

지 해빈 퇴 물의 시간 인 변화는 평균입도와 분 도는 감소하 지만 왜도는 증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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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에 의한 주변 갯벌의 지형변화 분석

이윤경1, 최종국1, 김계림1, 유주형1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연안의 규모 토목공사에 의하여 해류흐름의 변화 발생에 따른 퇴   침식의 변화로 인하

여 갯벌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갯벌지형변화의 지속

인 모니터링을 하여 장조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 상 분석을 통하여 갯벌 퇴 물의 

특성과 그 변화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목공사는 공사가 이루어진 갯벌

과 그 연안에만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연안환경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  방조제 건설에 따른 곰소만 갯벌의 변화에 해 성 상

을 이용하여 지형변화를 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 쉐니어 이동의 연구는 퇴  분지내

에서 퇴 물의 공 , 랑, 폭풍, 해수면 변화 등 환경요인의 변화를 악하는데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곰소만의 체 인 지형변화 뿐만 아니라 곰소만 내의 쉐니어의 이동에 해 분

석하고자 한다. 지형변화 분석을 하여 1990년  , 2000년  , 2010년  말의 DEM을 생

성하 고, 1991년, 2000년, 2011, 2012년에 실측된 장 수 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곰소만 바깥쪽의 K-M 측선의 경우, 2000년  와 비교했을 때 상부조간

에서 최  60cm의 침식이 발생하 다. 주진천 가까이 치한 K-H 측선의 경우, 1990년 와 

비교했을 때 육지에서 3km 지 에서 최  1m의 침식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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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측심기를 활용한 이작도 풀등 지형변화 측

    

이 홍1), 이숭지1), 류호상1), 최두원2), 박효 1), 신 정1), 김원태1), 송효근1)

1)
인하 학교 해양학과

2)(주)이오 이울트라소닉스

  해안선과 해 지형의 변화는 랑과 조석의 변화에 따라 시간 규모, 일 규모, 계  규모  

극치 사상(폭풍우나 태풍) 규모 등 다양한 규모(스 일)에서 발생한다. 각각의 규모에서 특징

인 지형변화 양상  그 기작을 밝히기 해서는 무엇보다 연속 측 자료의 확보가 요하

다. 물 로 드러나는 해안지형의 경우 비디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연속 측이 가능하지만, 

해 지형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연속 측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시간규모에

서 외력과 지형변화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 음 센서시스템 문회사인 (주)이오 이울트라소닉스는 해 지형변화의 장기 측에 

활용될 수 있는 지름 6.4cm, 길이 14cm의 소형 수  음향측심기를 개발하 다. 음향측심기는 

내장배터리로 구동되며 측자료의 장/무선 송 기능을 갖추고 있다. 외부 원공 이나 데

이터 송을 한 연결 이블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장기간 해 측 지형에 합하다. 

  이 연구는 장기 측에 합하도록 개발된 소형 음향측심기를 활용하여 연안사주의 지형변

화를 측하고, 연안사주의 지형변화를 유발한 요인을 분석하 다. 측 상은 인천시 옹진

군 이작도 남단의 하벌천퇴(혹은 풀등)이며 측은 2011년 7월부터 실시하 다. 50만평의 

면 을 갖는 하벌천퇴는 경기만에 존재하는 거  사주의 일부를 구성하며, 조석에 따라 만조

시에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드러나는 연안사주이다. 풀등의 동단 끝부분에 10개의 음향

측심기를 3열로 바닥으로 약 50 cm 높이에 설치하고 매 15분마다 매 1 에 1회씩 20회 해

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 다. 

  조석 주기와 련하여 지형변화는 만조가 되었을 때보다, 물과 썰물에 의하여 풀등에 쇄

가 발생하는 시기에 크게 나타났다. 그 지만, 지형변화는 조석의 향보다는 랑의 향

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랑에 지가 클수록 지형변화는 크게 나타났으며, 2011년 8월

의 태풍 무이 는 풀등 체가 육지로 이동시키고 0.5 m이상의 침식과 퇴 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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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쉐니어의 시공간  이동과 형태특성

오청록, 최경식

남 학교 해양학과

  조차 환경인 곰소만의 입구 남쪽에 치한 폭풍기원퇴 층(Chenier)의 형태와 시공간  이

동 특성을 정량 으로 악하기 해 RTK GPS와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2009년 8월 ~ 

2012년 2월까지 총 12번의 측량을 실시하 다. 쉐니어의 퇴 구조를 분석하기 해 24개의 캔

코어와 25m의 trench를 획득하 다. 곰소만의 상부 조간 에 치하는 쉐니어는 북동-남서 방

향으로 신장되어 있으며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다. 쉐니어의 양 끝단은 육지쪽으로 휘

어진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900m, 폭은 100m ~ 200m, 높이는 최  2m 이다. 육지쪽 

경사가 바다쪽 경사보다 완만한 비 칭을 띄며, 다량의 패각이 포함된 립사질 퇴 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 캔코어와 trench 분석결과 쉐니어는 상향조립화 층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행층

리와 육지쪽으로 경사진 사층리 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쉐니어가 랑의 washover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30개월간의 측량 결과 쉐니어는 육지쪽으로 약 53m 이동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바다쪽 경사면에 비해 육지쪽 경사면의 이동이 상 으로 어  칭 인 

단면형태변화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쉐니어는 계 풍의 향으로 여름과 가을보

다 겨울과 에 상 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기간 동안 쉐니어의 

이동양상은 한 계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 측 기간  연구지역에 향을 미

친 태풍이 세 번 발생하 으나, 태풍이 연구지역을 통과한 시기가 소조기의 조 때와 일치하

여 만조선 근방에 치한 쉐니어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단된다. 이는 쉐니어의 

이동이 랑에 지의 강도 뿐만 아니라 조석의 상  치에도 향을 받고 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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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으로 닫힌 영산강 하구의 간헐적 담수방류 패턴분석

Intermittency of freshwater discharge in the dammed 

Yeongsan Estuary

              

류호상, 이관홍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지난 20세기 후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하구는 심대한 변형을 겪었다. 이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는 463개의 하구 중 49%에 해당하는 하구가 하구둑 혹은 배수갑문 등에 의해 

닫혀있는 하구이다. 자연 하구는 담수방류와 조석의 상대적인 강도에 따라 염쐐기형, 부분혼합형, 완전

혼합형 등 다양한 담수/염수 혼합 패턴을 보이지만 지속적인 혼합의 결과 기수역이 형성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닫힌 하구는 용수확보, 염해방지, 홍수 조절 등을 명분으로 하구둑을 설치하여 담수/염수의 상

시적인 혼합을 차단시킨 하구로 기수역의 발달이 제한되는 특징을 보인다. 영산강 하구는 대표적인 닫

힌 하구이다.

  영산강 하구는 영산호의 수위가 EL -1.35m 보다 높아지는 경우에 대해 내외측 수위차가 0.2m 이

상이 될 경우에만 배수갑문을 여는 운영규칙에 따라 담수방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수방류는 영산

호의 수위가 높아졌을 경우 간조 시 2-4시간에 국한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자연하구와 달리 영산강 

하구의 담수방류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자연하구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담수/염수 혼합과 달리 

간헐적인 담수방류는 생태계에 대한 담수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천 유량의 증감은 담수 방류량

이 연속적으로 증가/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연하구와 달리 방류 간격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형

태로 발생한다. 따라서 간헐적인 담수방류는 자연하구의 연속적인 담수/염수 혼합과는 다른 형태의 영

향을 하구 환경에 미칠 수 있다. 

  간헐적인 담수 방류 패턴이 하구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류 패턴의 간

헐도(intermittency)를 특성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영산강 하구둑 방류자료

(1997-2011)를 이용하여 1) 하구둑의 간헐적 담수 방류 패턴을 특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2) 간헐

적 담수방류 패턴의 영향을 염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하구둑 

방류자료를 매시자료로 변환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고, 염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방류된 담수의 체류

시간을 산정하여 간헐적 방류패턴과 체류시간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석주기로 표준화된 방류 간격은 갈수기는 길게, 홍수기는 짧

게 나타났다. 반면 담수의 방류량은 갈수기의 경우보다 홍수기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구의 담수 체류시간은 갈수기가 홍수기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셋째, 방류량과 조석주기로 표준화된 

방류간격의 멱함수로 표현되는 간헐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담수 체류시간과 비교한 결과 양자 간의 상

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수방류의 간헐지수는 담수방류의 간헐패턴을 정량화한 것이며, 담수 체류시간을 대표하므로 닫힌 

하구의 담수방류 패턴을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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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한 하구역 

부유퇴적물 농도 관측

(Estimation of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in the 

estuarine environment using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s)

              

박효봉, 이관홍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본 문 :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는 음향의 Doppler효과를 이용하여 층별 유속과 유향을 측

정하는 표 인 유속 측 장비로 최근들어 음  산란강도로부터 부유퇴 물 농도 측에 활용하고

자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와 염수의 혼합과정에서 해수물성뿐만 아니라 퇴 물 농도가 활발하게 변화하는 

하구에서 ADCP(RDI Workhorse Broadband)의 음  산란강도로부터 부유퇴 물 농도 변화를 측

하고자 하 다. 측된 음 산란강도를 부유퇴 물 농도로 변환하기 한 검·보정자료로 해수물성과 

부유퇴 물 농도를 CTD와 채수기(pumping machine)를 이용하여 동시 측하 다. 해수물성  부

유퇴 물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Sonar 방정식의 보정상수와 해수물성/퇴 물 농도에 따라 변하는 

음향흡수계수()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음향산란 강도를 부유퇴 물 농도로 

변환하 다. 

ADCP로 측된 부유퇴 물 농도를 채수로부터 측된 부유퇴 물 농도와 비교해본 결과, 정성 인 

경향뿐만 아니라 정량 인 값에 해서 비교  양호한 결과를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세립퇴

물이 우세한 하구에서는 퇴 물에 의한 음향감쇠계수보다는 해수물성에 의한 음향감쇠계수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 담수유입에 의해 수층별 염분구조 변화하는 하구의 경우 정확한 부유퇴 물 농

도를 산정하기 해서는 주로 일정한 값으로 취 하던 에서 담수유입에 따른 수층 내 염분구조 

변화의 고려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해수물성과 퇴 물 농도가 담수유입  

조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하구에서도 ADCP를 이용하여 부유퇴 물 농도 변화의 연속 측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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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적 수렴특성에 따른 하구의 분류

              

신 정, 이 홍, 류호상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하구는 육지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는 이지 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 , 지형학 , 생태학  

환경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하구의 특성에 따른 분포를 악하고 이를 반 하여 하구를 분류하는 것

은 올바른 하구의 이용과 리보존을 해 필수 이다. 특히 유량과 조석에 향에 따른 하구의 물

리 , 수리학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하구의 유동 특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감성 측을 통해 하

구를 리하고 연안의 자원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하구는 리를 한 

사회경제활동이나 이용개발 특성을 반 한 분류체계가 주로 제시되어왔으나 이러한 분류는 정량화가 

어려우며 하구의 수리, 물리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지형  특성을 반 한 우리나라 하구에 한 새로운 분류기 을 제시한다. 이를 해 하

구에서 비교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표  하구의 폭 B와 수심 H의 

변화를 하구의 입구로부터의 거리 X에 한 함수로 나타내었다. 이는 하구의 지형학  수렴특성을 

나타내고 지배방정식에 입되어 유량과 조석에 의해 하구 내에서 진폭이 확 되는지 감소하는지의 

반응 특성으로 하구를 계수화 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하구의 분류는 인 인 하구 지형의 변형

이 하구에 미치는 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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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s of the late Holocene neoglacial cold event and 
their marine-terrestrial linkag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 
  

임동일1, 김소 2

1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  남해특성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In this study, microfossil assemblages in a marine sediment core from the northern East 

China Sea (EC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existing marine and terrestrial records 

in order to identify a mechanism transferring the late Holocene climate fluctuations between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 

Records of microfossil assemblages, including dinoflagellate cysts and planktonic 

foraminifers, in three piston cores from the northern shelf of the ECS indicate a marked 

change in paleo-depositional environments in the northern ECS since the LGM from a 

deltaic/estuarine environment to a full-oceanic environment. A rapid increase in dinoflagellate 

cysts and planktonic foraminifera during the early to mid-Holocene interval points to optimized 

climatic conditions in terms of SSTs and nutrient availability. In contrast to the warm and wet 

Holocene climatic optimum period, the late Holocene interval, particularly between ca. 2000 and 

3000 year BP, registers are markable decrease in dinoflagellate cysts and a sudden increase in 

cold-water planktonic foraminiferal species, suggesting a weakened KC influen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teriorated oceanic condition and terrestrial cooling and dry episodes 

in northern China highlights a significance of oceanic-atmospheric dynamics regulating 

moisture and heat distribution over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 Furthermore, these late 

Holocene ocean-land climate fluctuati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are synchronous to the 

Neoglacial events recorded in areas farther to the north. This might imply that this particular 

event, superimposed on the late Holocene, was not localized to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 

and represent a global climate signal in which mechanisms transferring climatic variability 

between different latitudes and systems are embedded. 

Our result suggests an important role of the global ocean circulation system in the 

climatic synchronicity between the middle latitude northwestern Pacific margin and the 

northern high latitude region by regulating dynamics of the North Pacific gyre system and the 

high latitude North Atlantic thermohaline circulation, and therefore positions of the mean 

latitude of the Kuroshio extens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rrelate existing records of 

pure marine or terrestrial sequences for better understanding on the links between the 

ocean-land processes at different time scales covering a wide latitudinal transect including a 

number of atmospheric, terrestrial, and marine systems with different sensitivity to climatic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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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해양연구 기반 인프라

해양시료도서관 (Library of Marine Samples)

              

신현호, 정승원, 배미경, 권지남, 정새로미, 오재룡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료도서관

우리나라는 세계 10 권의 해양력을 바탕으로 선진해양부국으로 도약을 해 다학제  해양과학

연구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과학기술의 속한 발 과 함께 막 한 연구비용과 시

간을 투자하여 방 한 양의 해양시료와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 인 연구 활동으로 생산

되는 방 한 양의 해양시료를 체계 으로 리/재활용하지 못하여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집해야 하는 연구비의 복투자가 발생하고, 효율  연구비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연구의 효율성이 하되고 있다. 한국해양연

구원은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해양연구에 이용되는 다양하고 방 한 해양시료를 통합 으로 

리하고 국가  공동 활용을 극 화하기 해, 총 사업비 158 억원의 산으로 약 5000m
2 
면 의 해

양시료도서 (Library of Marine Samples)을 구축하여 개 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 학회를 통해 국가

 해양연구 기반 인 라인 해양시료도서 에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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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극해 척치고원(Chukchi Plateau)의 코아 PC01과 

PC04의 층서  고환경

박 규1, K. Ohkushi2, 김부근1

1부산 학교, 2고베 학교

서북극해 척치고원의 수심 558 m에서 채취된 피스톤 코아 PC01 (길이 약 5.8 m)과 수심 370 

m에서 채취된 코아 PC04 (길이 약 9.8 m) 퇴 물의 색도값 (L*, a*, b*)과 지화학 인자들 

(CaCO3, 총유기탄소, C/N 비  유기물 탄소동 원소), 그리고 IRD 함량을 분석하 다. 연  

모델을 통해 코아 PC01은 약 112.6 ka까지의 홀로세-후빙기-빙하기의 층서를 기록하고 있다. 

코아 PC04의 연 는 코아 PC01과의 비를 통해 약 49 ka 로 측되었다. 마지막 빙하기 이

후 후빙기-홀로세 구간의 퇴 률은 7.5 cm/ky (PC01)와 34.3 cm/ky (PC04)로 빙하기 구간 

(>14 ka)의 4.9 cm/ky (PC01)와 15.3 cm/ky (PC04)보다 높았다. 두 코아의 빙하기 구간은 

IRD, CaCO3, 총유기탄소 함량과 C/N 비가 낮고 퇴 물의 탄소동 원소값이 높은 특징을 가진

다. 그러나 후빙기 구간 (8-14 ka)은 두 코아에서 공통 으로 IRD, CaCO3, 총유기탄소 함량과 

C/N 비가 높고 퇴 물의 탄소동 원소값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척치고원은 빙하기동

안 두꺼운 해빙으로 인하여 서북극해 해류 시스템이 약화되어 주변 육상으로부터 퇴 물의 공

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는 륙 빙하붕괴와 다년산 해빙 역의 축소 

 융빙수의 증가와 더불어 해류 시스템이 강화되어 주변 륙으로부터 IRD와 육상기원 물질

의 공 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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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GIS를 이용한 천수만 해역의 해 지형 변화

              

이고은
1,2

, 한 수
1

, 박수철
2

1
(주)한국해 정보, 

2
충남 학교 해양학과

 천수만 해역은 1980년  서산 A·B지구 방조제의 건설로 조간  유역 0.14 km
2

에 해당하는 면 을 

농경지로 간척하 다. 한 보령방조제, 홍성방조제 등의 잇따른 건설로 인해 해양 환경이 변화되었

다. 이에 따라 조류의 유출입에 변화를 일으켰고 육지로부터의 담수 유입이 차단되어 퇴  환경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해 지형 변화 양상을 보다 가시 이고 정량․정성 으로 분석하

기 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 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99년과 2009년에 발행된 천수만 부근 

322번 해도를 이용하여 해 지형을 구 하고 해 지형 변화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천수만 

해역 입구(안면도의 남동쪽 ～ 원산도 부근 해역, 보령방조제 ～ 송학도 해역)에서 주로 지형 변화가 

발생하 다. 반 으로 수심이 얕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연안 쪽과 서산 A·B지구 방조제 근처, 

그리고 주사퇴 부근에서 수심이 얕아졌다. 그리고 만 입구 부근에서 산발 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지 이 나타났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EAST SEA 로그램 : 후포퇴 주변 서식지 특성 악을 

한 해 지형  해 면 특성 분석

김창환, 이명훈, 박찬홍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

1. 서론

   후포퇴(후포뱅크)  왕돌 는 동해의 요한 생태자원의 보고이며, 주요 수산활동이 활발

하게 일어나는 주요 해역이다. 한 후포퇴 지역은 동해 연안에서 지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후포분지  후포퇴 생성과 련된 변 가 큰 정단층인 후포단층이 후포분지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단층의 향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후포퇴 서측 연안에는 우리나라 

최  규모의 원자력발 소인 울진원자력발 소가 치하고 있는 지구조운동의 요성이 간과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에서는 다기능 해양변동 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

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환경  생태계 향 악과 동해 해양정보에 한 다양한 국가 /사

회  요구 응을 목 으로 2011년부터 동해 해양환경  생태계 변동 감시 체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일환으로 서식지 특성 악을 한 동해 해  지질환경 변동 연

구를 동해의 주요한 지구조  생물서식지인 후포퇴를 심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2011년에 조사한 후포퇴 남부  왕돌  주변의 정  해 지형  해 면 환경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재료  방법

   본 연구를 한 장조사는 2011년 11월 25 ∼ 27일에 수행되었는데, 주 연구 범 인 후포

퇴의 넓은 지역에 하여 먼  조사를 수행하 고, 이어 형 기반암 구조의 수  암 인 왕돌

 일부 지역에 해서도 수행하 다. 동해는 반 으로 수심이 깊어 형 인 한국해양연

구원의 연구선인 이어도호를 사용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는데, 왕돌  지역 조사에서는 왕돌

 등  주 로 수심이 얕고 조사선의 근이 어려워 자료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 다. 

후포퇴 지역의 해 정 지형  해 면 특성 분석을 해 다 빔 음향 측심기(Kongsberg사 

EM 710)를 이용하여 정 지형자료를 획득하 는데, 연구지역이 범 하고 수심의 분포가 후

포퇴에서 외해로 나갈수록 깊어지는 경향을 보여 조사 진행 방향을 동-서 방향으로 정하 다. 

다 빔 음향측심기의 특성상 빔의 최외각부 자료들은 선박의 롤 오측 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자료의 질이 좋지 않으므로, 약 500 m 측선 간격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인 하는 빔들이 서

로 첩되어 보정될 수 있도록 하 다. 왕돌  조사에서는 수심이 얕아 이보다 좁은 약 100 m 

측선 간격으로 수행하 다. 그리고 장에서는 조사 지역인 동해가 수심  지역 인 편차에 

따라 음속 로 일 값의 변화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음속보정을 해주어야 한

다. 음속 로 일 값은 XBT와 SVPlus V2 3685 두 가지 음속 로 일러를 장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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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병행 사용하여 값을 획득하 고, 이 자료를 SV 센서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음속값

과 비교하여 범 에 해당하는 음속 로 일 값을 다 빔 음향측심기 운용 로그램에 용/

보정하 다. 한 해 면 특성 분석을 한 해 면 상자료는 지형자료와 동일한 다 빔 음향

측심기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데, 원시데이터를 후처리 로그램(CARIS사 HIPS & SIPS)을 사

용하여 후방산란자료를 추출하고 자료를 얻었다. 

3. 본론

   경상북도 울진군 동쪽 해역에 치하고 있는 후포퇴는 길이 약 85 km, 폭 2.5 - 16.5 km 

로 그 주된 수심이 150 m 이내의 해 융기부를 나타낸다. 후포분지는 동해의 생성기에 진행된 

륙지각의 열개에 의해 륙에서 떨어져나간 고지 로 단되고 있다(김한  등, 2006). 

   그림 1은 후포퇴 남부해역의 정 해 지형  해 지형과 해 면 상을 첩시킨 그림을 보

여 다. 연구지역인 후포퇴 남부해역은 반 으로 수심 약 80 ∼ 240 m의 해 지형을 나타내

며 앙부의 남북으로 수심  지나간다. 연구지역 동쪽으로 수심이 얕은 후포퇴의 평탄지형을 

보이다가 가장 동쪽으로 수심 약 80 m 이하의 얕은 지형이 나타난다. 연구지역의 서쪽으로가면

서 수심이 깊어지며 후포분지가 나타난다. 연구지역인 후포퇴 남부의 후포분지는 최 수심이 약 

250 m 이며 서쪽으로 가면서 수심 약 160 m로  얕아진다. 동쪽으로는 경사면을 이루면

서 후포퇴 평탄면과 이어진다. 해 지형과 해 면 상을 첩시킨 그림을 살펴보면 후포퇴 남부

해역은 반 으로 퇴 물이 덮  있으나 후포퇴쪽으로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후포퇴 서쪽 

사면과 한 경사면을 가지고 이어지는 후포분지의 가장 깊은 남북방향의 해 지형은 타 지역

의 퇴 물에 비해 굵은 퇴 물의 상을 보인다. 이 지역은 수심이 타지역에 비해 깊어 수로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 유속이 빨라 다른 지역에 비해 굵은 퇴 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2는 2011년 연구의 다른 조사구역인 왕돌  해역의 정 해 지형  해 지형과 해

면 상을 첩시킨 그림을 보여 다. 왕돌  심지역은 등부표가 구조물로 자리하고 있기 때

문에 이어도호의 근이 불가하여 조사를 하지 못한 지역이다. 그 외 지역은 멀티빔을 이용하

여 정 조사를 실시하 다. 왕돌  주변해역은 수심 약 5 ∼ 120 m의 범 를 보이는 해 지형

을 가진다. 왕돌  주변으로 아주 얕은 수심을 보이며 서쪽으로 가면서 깊어지며 후포분지와 

연결되는 격한 경사면을 이룬다. 왕돌  심 동쪽으로 가면서는 수심이 완만한 경사면을 이

룬다. 왕돌  주변  동쪽은 지형기복이 심하며 불규칙한 암반지 가 주를 이룬다. 서쪽으로

는 불규칙한 지형보다는 수심이 깊어지는 경사면을 이룬다. 해 지형과 해 면 상을 첩시킨 

그림을 보면 왕돌  주변  동쪽은 암반들이 주를 이루며 간간이 퇴 층이 나타난다. 서쪽 지

역은 한 경사면은 퇴 층이 주를 이루며 수심 100 m 이하로는 굵은 퇴 물이 나타나는데, 

앞서 말한 후포퇴 남부 지역에서와 같이 수로 역할에 의한 빠른 유속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굵

은 퇴 물이 퇴 되었을 것으로 상된다. 특히 왕돌  지역은 해양 생물이 많이 사는 바다의 

서식처로 암반과 퇴 물이 혼재해 있어 생물 서식에 좋은 환경을 이루는 것으로 단된다. 

   후포퇴 남부 해역 후포분지의 수심 약 100 ∼ 250 m 지역의 해 면에 원형의 함몰 지형들

이 수십 개가 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 형태는 원형의 구덩이 모습으로 지름은 

약 30 ∼ 50 m이며 깊이는 약 4 ∼ 6 m의 범 로서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고 있다. 이 모습은 

마치 가스 분출구의 모습이지만 이 에 이 지역을 탐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퇴 물 분석 

결과 가스가 검출되지 않아 가스분출구로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해 면 원형 형태의 

지형들에 한 연구가 추후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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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후포퇴 남부의 3차원 정 해 지형( )  해 면 상/해 지형 

첩 그림(아래, 빨간선은 등수심선)



그림 2. 왕돌  주변 3차원 정 해 지형( )  해 면 상/해

지형 첩 그림(아래, 빨간선은 등수심선)



제주도 주변 해역 표층퇴 물의 특성 분석  비교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urface sediments 

characteristics around Jeju Island, Korea

백 숙1, 임동일1

1한국해양연구원 

본 연구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연안과 이어도에 이르는 20개의 정

에서 채취된 표층퇴 물의 입도분석과 지화학 분석을 통해 퇴 물의 특성을 악하고 기존연구와 

비를 통해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시료채취는 2011년 5, 8, 11월과 2012년 2월에 van veen grab으로 

이루어졌다. 퇴 물 내 속 농도는 생태계 기본조사 지침서에서 제시된 방법에 하여 테 론 용기

에 0.2g의 분말화된 시료를 혼합산을 사용하여 2∼3회 반복 반응시켜 용액화한 후, ICP-AES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분석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 표 물질(MAG-1)이 함께 분석되었으며, 모든 

원소들(Al, Cu, Co, Ni, Zn, Cr, As, Cd, Pb)의 농도분석은 90%이상의 신뢰도를 갖는다.

제주도를 둘러싼 인근의 해 지형은 등수심 선들로 표시되며 수심은 부분 50∼75m 내외를 

보이지만 서귀포항 인근에서는 75∼100m 로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제주도에서 멀어지면서 차 증

가하다가 이어도로 향하면서 감소한다. 제주도 장축의 끝 방향인 서쪽과 동쪽의 연안에서 역질 퇴 물

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분포는 동쪽이 우세하다. 그 외의 정 들은 서귀포 항 인근을 제외하고는 

부분 사질퇴 물이 우세하게 찰되는데 제주도의 북측 해안보다 남측 해안의 퇴 물이 더 조립한 

경향을 보이며 계 에 따른 입도 변화도 두드러진다. 제주도에서 이어도로 향하는 정선을 따라서는 니

질 퇴 물이 주를 이루며 이어도로 가면서 세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심이 100∼150m에 이르는 정

보다 100m 이하인 이어도 주변의 퇴 물이 더 세립하다. 조사해역의 속 농도는 한반도 주변해

역보다 낮은 값을 보이며 원소간의 상 계는 As와 Cd를 제외하고는 상 계수 R=0.75∼0.97로 높다. 

As와 Cd는 다른 원소들과 음의 상 계를 갖는다(R=-0.7∼0.01). 속 함량이 높게 측정된 정 은 

제주도 연안에서는 제주항 근처인 st. 4와 이어도 인근 정 인 st. 17, 18로 이는 과 여름에 동일하

다. 제주도의 동쪽 연안에서는 속함량이 제일 낮은 정 이 찰되는데, 에는 성산일출 의 북측 

연안인 st. 7에서, 여름에는 st. 7의 서쪽에 있는 st. 6에서 가장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측정된 속 원소함량은 기존 연구(Yang et al., 2004; 윤, 2006, 2008)에서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보면 제주항 근처에서는 Cu와 Ni는 감소하 고, Cr과 Zn은 증가하 고, 정  14, 

16, 17, 20번 경우 Co, Ni는 증가하는 경향이, Cu, Pb는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Zn의 경우 제주도 근

처(st, 4, 14)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이어도 주변(st. 16, 17, 20)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References)

1. Yang, S.Y., Lim, D.I., Jung, H.S., Oh, B.C., 2004, Geochemical composition and provenance 

discrimination of coastal sediments around Cheju island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Marine 

Geology, 206, 41-53.

2. 윤정수, 변종철, 김여상, 2006, 동 국해 외 륙붕해역 니질 퇴 물의 지화학  특성. 한국지구과학

회지, 27, 198-208.

3. 윤정수, 김태정, 2008, 제주도 서부해역 표층퇴 물의 지화학  조성과 기원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29, 3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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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극 척치해 천부퇴적층의 퇴적작용

              

조영진, 윤석훈, 남승일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서북극 척치해의 고해양환경 변화 복원에 필요한 해 퇴 물의 퇴 학  특징을 제시하고

자, 고해상 지층탐사(SBP) 단면자료로부터 해 퇴 물의 천부층서와 탄성 상을 분석하고, 

력시추 해 퇴 물의 퇴 학  분석을 실시하 다. 최  약 70m의 투과깊이를 보이는 SBP 

자료에서는 뚜렷한 층내 반사면을 경계로 3개의 층단 가 구분된다. 특히 일부 층경계면에서

는 해수면 하강에 의한 하천침식이나 빙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깊이 10m 이상의 수로단

면이 발견되기도 한다. 아울러 탄성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의 탄성 상이 구분되는데, 륙붕 

지역에서는 (반)원양성 퇴 과 함께 간헐 인 탁류의 퇴 작용과 빙상 기 에서의 퇴 을 

지시하며, 경사가 한 륙사면에서는 퇴 물 질량류가 범 하게 작용하 던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륙붕 정 에서 취득된 력코아 시료에서는 반원양성 퇴 을 지시하는 생물교

란 니 퇴 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탁류의 향을 지시하는 박층리 니와 균질 니, 그리고 

빙산운반 조립입자가 간헐 으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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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탄성 자료를 이용한 

동해 울릉분지의 가스 련구조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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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해양학과,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주)한국해 정보

 동해 울릉분지의 퇴 환경은 주로 질량류퇴 체들이 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분지사면에

서는 사면붕괴로부터 기인한 쇄설류퇴 체가 주로 분포하는 반면, 분지평원으로 갈수록 탁류퇴

체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고해상도 탄성  자료에서는 천부가스가 퇴 층의 균열이나 공극을 따라 이동하여 수층으로 방출되

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스 련구조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irp sonar system으로 취득된 고해상도 탄성  자료를 이용하여 울릉분지에 존재

하는 다양한 가스 련구조들  (1)음향공백기둥, (2)돔구조, (3)가스유출구조, (4)폭마크 구조의 음향

특성  분포양상에 해 악하 다.

 울릉분지에서 확인된 가스 련구조들은 분지의 남쪽과 동쪽 사면 그리고 분지평원에 걸쳐 넓게 분

포하고 있다. 그  음향공백기둥 구조는 사면의 기 부와 분지평원에서 주로 분포하는 반면, 해 면 

근처에서 나타나는 돔구조, 가스유출구조, 폭마크는 사면의 부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탁류퇴 체의 경우 내부층리가 연속 으로 발달하는 반면, 사면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쇄설류퇴

체의 경우 불연속 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사면부의 퇴 구조는 가스 는 그와 련된 유체의 

이동통로역할을 하여 해 면까지 이동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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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nal transition of the benthic foraminifera in the 

mid-Brunhes dissolution interval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H. Takata1, B.K. Khim1, C.M. Yoo2, and S.B. Chi2

1 Pusan National University, 2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Here we report faunal transition of benthic foraminifera during MIS 7 to MIS 10 at 

sediment cores KODOS PC5101 and PC5103 (4425 m and 4095 m water depth, respectively)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EEP) in order to clarify biotic response of deep-sea 

benthic foraminifera to climatic changes during the late Quaternary. Nuttallides umbonifer, 

which is related to carbonate undersaturation, was generally common throughout the study 

period. In contrast, Epistominella exigua, which is related to periodicity of the food supply, 

was abundant in the middle part of this period. Abrupt increase of this species is also 

accompanied with abundant Chilostomella ovoidea (deep-infaunal species) (>30% at core 

PC5101). Our faunal data suggest that extraordinary trophic condition on the seafloor 

occurred temporarily in this period. During the mid-Brunhes dissolution interval in the 

EEP, productivity derived by upwelling of nutrient-rich subsurface water weakened from 

ca. 250 ka based on calcareous nannoplankton (Chiyonobu, 2009) and an interglacial 

sedimentation of biogenic opal was enhanced from MIS 9 (Khim et al., 2012). These 

evidences are roughly consistent to our faunal data that indicate increased periodical food 

supply in the middle part of the study interval, compared with that of the old period. Thus, 

occurrence of benthic foraminifera might be closely related to the surface-water 

paleoceanographic changes, especially periodical food supply, in the mid-Brunhes dissolutio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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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 남서해역 표층 퇴 물의 

물성과의 상 계

 

              

김소희1, 김 철1, 이 수1, 김성필2

1부경 학교 에 지자원공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울릉분지 남서해역 표층 퇴적물의 물성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하여 총 158개

의 피스톤 코어와 박스 코어 샘플을 채취하였다. 각 코어의 상부 40 cm 이내의 표층 

퇴적물을 사용하여 퇴적물 조직, 물리적 성질(공극률, 함수율, 전밀도, 입자밀도) 및 음

향 특성(음파전달속도, 음파감쇠)을 측정하고 상관관계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평균입도

는 공극률과 밀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입도가 감소할수록 공극률은 증가하고 전밀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음파전달속도와 공극률의 관계에서 75~90%의 공극률 범위 

내에서 속도변화는 거의 없으나 약 80%를 최저점으로 공극률이 감소할수록 속도가 급

격히 증가한다. 음파전달속도와 전밀도는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는데, 이는 전밀도의 증가에 따라 체적탄성률과 전단탄성률의 증가로 인해 속도

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지역의 물성과의 상관관계는 

Hamilton(1970)이 제시한 북태평양 대륙붕 및 사면 퇴적물 퇴적물의 값과 전반적인 경

향은 유사하나 절대값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광물조성 및 퇴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퇴적물 물성의 변화 양상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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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e-breaker R.V. ARAON Expedition: Unveiling 

hidden history of the western 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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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연구소

주과학기술원

Research expeditions to the western Arctic Ocean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Korean 

Icebreaker 「ARAON」in 2010 and 2011. The main goal of this marine geological research is to 

reconstruct glacial history and palaeoceanographic changes (sea-ice coverage, brine formation, 

palaeoproductivity, origin of organic matters) in the western Arctic Ocean during the late 

Quaternary glacial-interglacial cycles. One focus was to gather sedimentary materials and 

therefore establish chronostratigraphy of the sediments across the Chukchi shelf and the southern 

Mendeleev Ridge. The shipboard echosounder systems (Multi-beam Bathymetry and Sub-bottom 

Profiling) were continuously operated during the entire expedition to decide suitable coring sites 

based on a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for the uppermost sediment sections. Box, multiple 

and gravity cores were retrieved with the ARAON coring system. Directly after retrieval, the 

cores were divided into 150cm sections and brought to the sedimentology lab onboard for core 

curation (e.g. photography, description, photospectrometry, subsampling). Here we present 

preliminary results obtained from multi-proxy analyses of onshore laboratory as well as the 

onboard analyses conducted on the sediment core samples retrieved during the ARAON 

expe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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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환경의 조하  해 면경계층에서 랑발달에 

따른 퇴 물 이동양상 변화

이정민1, 박 용1, 최태진1, 최진용2

한국해양연구원1, 군산 학교 해양학과2

  형 인 서해안의 반일조부등의 조석특성을 보이는 변산 해빈 조하 의 

해 면경계층에서 겨울철 랑에 의한 퇴 물의 재부유  이동특성을 알아보기 

해 2012년 1월 18일부터 약 9일 동안 장계류를 실시하 다(소조기- 조기). 

BS1201-1 정 에서 평균 약 7m수심을 보 고, 조류는 해안선에 거의 평행하게 

창조시 북북동(NNE), 낙조시 남남서(SSE)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창조류가 비교  

우세하 다. 특히, 21일 새벽부터 발달된  랑(최  약 2m)에 의해 표층퇴 물의 

재부유가 뚜렷이 확인되었다. 한 고가 1m이상 발달할 때 해류의 방향이 바 고 

유속이 증가(wave-induced current)하는 흥미로운 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상은 수심이 약 6m이상일 때 더욱 뚜렷이 보 다. 랑이 잔잔할 때 

해 면경계층에서의 잔차성분의 방향은 육지방향(남동)으로 나타났고, 랑이 

발달할 때 잔차의 방향은 해안선에 평행(남서)하게 나타났다. 결론 으로 랑이 

잔잔할 때 재부유된 퇴 물은 조석 잔차류에 의해 육지쪽으로 공 되고, 랑이 

발달하 을 때에는 조하 의 주변 해역으로 부유퇴 물이 재분배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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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milation and Elimination of Silver Nanoparticles by 
Leptocheirus plumulosus and Daphnia magna 

             

김남 , 양송이, 이승하, 이병권

남 학교 해양학교

기능성 은 나노입자 (Engineered Silver nanoparticles; Ag-ENPs)는 강한 항균성과 독특한 물

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류, 침구, 식기 등 생활용품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은 나

노입자는 공업 폐수, 생활 폐수, 사고적인 유출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수서환경으로 유입되며 수서

환경내로 들어온 나노입자의 잠재적인 환경적 위해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환경내로 

들어온 나노 입자의 지화학적 및 생물학적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연구에서 수서 생물

들은 용존상 및 먹이를 통하여 중금속을 체내로 축적하며, 특히 먹이를 통하여 중금속의 생물 체내 

흡수가 가능하고 그 효율 또한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금속이 생물 체내로 유입될 경우, 생

물은 세포수준(Cell Level)에서 흡수가 가능하며 흡수가 되지 않는 중금속들은 배설을 통하여 체외

로 제거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수서 환경에서 중금속 등 무기오염 물질에 대한 생물역학

(biokinetic)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은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입자의 연구는 독성

연구에 치중되어 생물역학 연구들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담수, 해수환경의 미세조류 섭식자인 물벼룩 Daphnia magna과 단각류 

Leptocheirus plumulosus의 먹이를 통한 은 나노입자 흡수효율(AE)과 제거효율(Ke)을 알아보고자 

방사성 동위원소 110mAg+를 이용하여 합성한 Citrate-110mAg, PVP(polyvinylpyrrolidone)-110mAg 

나노입자를 이용하였다. 합성된 두 형태의 은 나노입자를 미세조류에 노출 시킨 후, 은 나노물질로 

오염된 미세조류를 각각의 섭식자에게 섭식시킴으로써 은 나노입자의 흡수효율과, 제거율을 측정하

였다. 이때, Citrate와 PVP로 코팅된 두 형태의 은 나노입자를 사용함으로써 표면특성이 다른 은 나

노입자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고, 담수 환경과 해수 환경으로 서식환경이 다른 두 종 물벼룩 

Daphnia magna과 단각류 Leptocheirus plumulosus에서 생물이용도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마지막

으로 은 나노입자의 비교 물질로 기존의 중금속 은 이온(110mAgNO3)을 이용하여 실험함으로써 은 

나노입자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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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대륙 융빙수와 융설수 유입이 남빙양 Fe 공급에 미치는 
영향

김인태1, 김규범1, 최은정2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극지연구소 극지생물해양연구부

   남빙양에서 철(Fe)은 일차생산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한 인자로, 남극 해양으로의 
Fe 공급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탄소순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남빙양
에서 Fe의 공급은 주로 대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융빙수/융설수(melt 
water)에 의한 Fe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남극 대륙으로부터의 융빙수/
융설수 유입이 해양의 Fe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2012년 1월-2월에 세종 기지 주
변 연안에서 내만으로 유입되는 유빙(Free-drifting Iceberg), 융설수와 마리안 소만 해수 중 
Fe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안으로 유입되는 유빙과 융설수 중 Fe 농도는 각각 12±12 nM 
(n=5), 9.5±9.5 nM (n=5)로 해안 근처의 해수(2.0±1.1 nM, n=4)와 만 해수(0.11±0.04 
nM, n=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수 중 Fe 농도는 염분과 좋은 음의 상관관계(R2=0.96)
를 보이며, 다른 미량 금속들(Al, Mn, Ni, Co, Pb, REEs) 역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염분과 Fe 농도의 상관관계 식으로 계산된 융빙수/융설수 중 Fe의 단성분 농도는 23 nM 로 
융빙수/융설수의 농도 범위에 (1.8-33 nM) (avg. 11±10 nM, n=10)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남극의 대표 지점들에서 융빙수/융설수 중 Fe의 단성분 값
을 알게 되면, 남빙양 해수 중 Fe 공급원으로서의 융빙수/융설수 유입이 역할을 평가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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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한 새만금호의 장기 수질변화 

및 물질수지 연구

정용훈, 송수진, 양재삼(군산 학교 해양학과)

새만  방조제가 2006년 4월에 최종 체 되면서 새만  내측 수역은 해수가 제한 으로 유통

되는 반폐쇄 인 인공 해수호가 되었고, 호 내 표층수의 SS는 감소한 반면, Chl-a, NH4-N, 
PO4-P, SiO2-Si는 증가하 다. 혼합모델로부터 층수의 NH4-N, PO4-P, SiO2-Si는 주로 하계에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SiO2-Si는 하계뿐만 아니라 춘계에도 높은 증가를 보

다. 표층수와 층수에서 SiO2-Si의 변화는 SiO2-Si가 재부유, 해  지하수 유출 (SGD), 층 용

출 등에 의해서 복잡하게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물수지와 염분수지에 의해 계산

된 SGD는 하천수를 통해 유입되는 물량에 평균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 내에

서 SGD에 의한 양염의 내부공 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Organ distribution and subcellular partitioning of Cd 

and Zn in seven organs of Octopus minor and their 

trophic transfer to mouse

양송이, 이병권

남 학교 해양학과

   Octopuses, that are known to accumulate high concentrations of Cd and Zn, are major 

seafood in Korea. Contrarily, the information about it is limited to digestive system part 

and edible part of octopus. Also the knowledge of subcellular distribution which reflects 

internal biological processing that occurs during metal accumulation and metabolism, and 

the knowledge of trophic transfer of Cd and Zn in each octopus organ to predator is 

relatively unknown. In the present study, the octopus was radiolabeled with dissolved 109Cd 

and 
65

Zn and their distribution was partitioned into gill, kidney, gonad, digestive 

gland(D.G.), mantle, residue and legs. Cd and Zn partitioning in different subcellular pools 

[cellular debris, MRG (metal-rich granules), organelles, HSP (heat-sensitive protein) and 

MTLP (metallothionein-like proteins)] in each organ were determined. Additionally, 

assimilation efficiency(AE) of Cd and Zn from each organ to mouse was compared between 

raw and boiled tissue. Bioaccumulation of Cd in gonad and D.G. each accounted for 37.2% 

and 24.9%, Zn in legs and D.G. accounted for 45.7% and 26.0% of total Cd and Zn 

bioaccumulation in the octopus. The Cd radioactivity per wet weight basis decreased in the 

order of kidney (56.7%) > gonad > D.G > gill > mantle > residue > leg and did for Zn 

D.G (42.5%) > kidney > gonad > gill > residue > leg > mantle. Subcellular partitioning of 

Cd in all 7 organs was mostly in cellular debris (30.0∼53.6%) and MTLP (17.3∼40.5%), 

and those for Zn was largely in cellular debris (41.6∼73.7%). The Cd and Zn contained all 

organs of the octopus could be transferred to the high trophic level organism, mouse and 

the trophic transfer efficiency of almost organs was higher when they were fed in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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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xicity of Ag Nanoparticles to fresh water 

Amphipod (Hyalella azteca)

Sanjay Kumar Sundaray, 이병권

남 학교 해양학과

Silver nanoparticles (AgNPs) have one of the most promising applications due to their 

antibacterial activity. They are now frequently used in many medical and waste water 

treatments, and personal care products, and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for their 

environmental fate and potential toxicities in aquatic ecosystems. Recent studies 

demonstrated the ecotoxicity of AgNPs in the aquatic environment. However, relatively 

paucity of information exists in the primary literature on the toxicity of AgNPs to aquatic 

organisms, especially via sediment exposures.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are, (a)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fate of AgNPs in the fresh water sedimentary environment, 

and (b) to assess the potential toxicity of AgNPs (< 40 nm) to fresh water Amphipod 

(Hyalella azteca) through sediment exposure with comparison to reference toxicant, AgNO3. 

In the present study,  10-d amphipod sediment acute toxicity test was conducted following 

the USEPA guidelines and using fresh water sediments spiked with 6 nominal Ag 

concentrations of 0.5, 2, 5, 10, 20 and 50 mol/g for AgNPs and 5 nominal Ag 

concentrations of 0.5, 2, 5, 10 and 20 mol/g for reference AgNO3. Relatively higher 

mortality was observed for AgNO3 than AgNPs during this 10-d acute toxicity test. 

Mortality was observed 100 % in 20 μmol Ag/g for spiked AgNO3 treatment, while that 

for spiked AgNPs it was 56.7 %. During the 10 d experiments, Ag concentration was 

increased in overlying water (OW) for spiked AgNPs treatments (especially for 50 μmol 

Ag/g AgNPs), whereas it was decreased for spiked AgNO3 treatments. This suggests the 

release of Ag+ from spiked AgNPs sediments into the OW during the 10-d experiment 

period. To identify, whether AgNPs play a significant role in acute toxicity or not, the 

concentration of Ag
+

 ion in pore water (PW) and simultaneously extracted metal (SEM) for 

AgNPs spiked sediments have been quantified. The variations of partitioning coefficient 

(Kpw, ratio of [Ag] in SEM to PW)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have also been studied 

for both types of spiked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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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natural suspended matter on toxicity 

of silver nanoparticles to Daphnia Magna

김 지 , 이 병 권

남 학교 해양학과

 산업 발달과 함께 은 나노 입자(AgNPs)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량의 은 나노 

입자가 자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수서 환경에 노출된 은 나노 입자는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야기하며 수서 생태계에 큰 향을 미친다. 반면 흡착성을 가지

고 있는 은 나노 입자는 수  부유 물질과 흡착하며 이로 인해 독성 향이 감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은 나노 입자가 콜로이드 형태로 확산

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 환경에 노출된 은 나노 입자의 독성 

향이 과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유 물질에 따른 은 나노 입자의 독

성 향을 분석하기 해 물 벼룩을 은 나노 입자의 치사 농도에 부유 물질의 구배

에 따라 48시간 동안 노출시켰으며, TEM 과 ICP-MS를 이용하여 용존상으로 존재

하는 은 나노 입자의 크기, 모양, 그리고 용존 은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 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광양만과 진해만에서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계절 

변동과 순환

(Seasonal Variations and cycling of methane and 

nitrous oxide in the Gawngyang and Jinhae Bays)

박경아1,2, 이태식1, 이강웅2, 김동선3, 신형철1 

1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2한국외국어 학교 환경학과, 
3한국해양연구원

본문 :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는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온실기체로 해양은 이들

의 자연적 배출원 중 하나다. 특히, 연안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은 전체 해양 배출량

의 ~ 50 % 이상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

산화질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계절에 

걸쳐 광양만과 진해만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수층분포를 조사 하였다. 함께 조사한 수층의 

물리 화학적요인과 이들 용존 기체의 관계를 통하여 이들의 계절 변동과 순환을 살펴보고 대

기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광양만과 진해만에서 여름철에 수층의 성층화가 강하게 발생하였고, 저층에서는 빈산소 수괴

가 관측되기도 하였다. 용존 기체의 계절적 변화를 살펴보면, 두 해역에서 메탄은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아산화질소의 계절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여름철 광양만과 진

해만의 평균 메탄 농도는 각각 69, 122 nmol kg-1 로 진해만에서 높고, 겨울철 평균 농도는 

24, 25 nmol kg-1 로 두 해역에서 비슷하다. 여름철 두 해역의 표층과 저층에서 메탄의 농도

가 대체적으로 높게 관측되었는데, 이는 하천을 통한 메탄 농도가 높은 담수 유입과 퇴적물로

부터 직접적인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산화질소는 10 - 15 nmol kg-1로 양 해역

에서 비슷한 농도로 관측되었다. 

 대기로 유출되는 메탄의 양은 광양만과 진해만에서 각각 7 - 77 μmol m2 d-1, 3 - 25 μ

mol m2 d-1 으로 광양만이 높은 반면, 아산화질소는 각각 0.7 - 6 μmol m2 d-1, 0.2 - 3 μ

mol m2 d-1 로 비슷하다. 용존 기체 농도의 계절 변동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해양-대

기 기체 교환 뿐만 아니라 다른 유입원과 유출원에 대해서도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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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accumulation and subcelllular fractionation of Zn, Ag 

nanoparticles in the Earthworms(Eisenia fetida) 

              

이승하, 양송이, 김남 , 이병권

남 학교 해양학과

  환경으로 유입 된 기능성 나노입자의(engineered nanomaterials; ENMs)의 생물에 한 향평가

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수생환경에 한 것이며 육상환경, 특히 토양에 한 연

구는 매우 미흡하다. 토양은 나노입자가 제거되는 주요한 제거원  하나로, 토양에 축  된 나노

입자들은 토양 내 서식하는 지 이, 톡토기류, 등각류, 선충류 등과 같은 생물들에도 축 이 되며 

최종 으로 생물들은 나노입자에 의해 생식률 감소, 성장 해 등 악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된

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 속나노입자의 지 이로의 생물축 정도와 세포 내 분포(subcellular 

fractionation)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방사성 동 원소로 합성 한  
65

ZnO 나노입자, 

citrate로 코  된 
110m

Ag 나노입자와 PVP(polyvinyl pyrolidone)로 코  된 
110m

Ag 나노입자를 이

용하 고, 이들의 거동과 기존에 잘 알려진 속이온의 거동과 비교하기 해 65ZnCl2, 110mAgNO3

를 이용하 다. 

 총 10일 동안 지 이는 
65

ZnCl2, 
110m

AgNO3, 
65

ZnO 나노입자, 
110m

Ag 나노입자가 첨가 된 인공 토

양에 노출 되었으며 완 히 흡수 된 metal의 축 정도를 알아보기 해 7일 동안 정화 시켜 생물

농축계수를 얻었다. 그리고 다단계 원심분리법을 이용해 이들 물질의 지 이 세포 내 분포를 알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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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만 인  하천  조하  퇴 물 내의 

롬계화합물(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잔류농도와 조성특성

이효진, 김기범, 안순모

경상 학교 해양환경공학과, 부산 학교 해양학과 

경남 고성만 인  하천  조하  지역 퇴 물에서 롬계 화합물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의 잔류농도를 GC-MS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하천 퇴 물내의 총

11종 분석 상 롬계 화합물의 농도(∑PBDE11)는 0.06～3.53 ng/g dry wet. (평균: 1.49 ng/g 

dry wet.)로 나타났으며, BDE 47, 99, 209가 각각 8, 13, 71%로 주요 구성 화합물로 나타났다. 

고성만 조하  지역에서는 ∑PBDE11가 0.03～1.78 ng/g dry wet. (평균: 0.64 ng/g dry wet.)

의 농도분포를 나타내었으며, BDE 47, 99, 209가 각각 2, 4, 89%로 하천 지역과 조하  지역의 

퇴 물 농도와 주요 구성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하 을 때, 본 연구지역에서 검출되어진 PBDEs 농도는 

조선소  폐수처리장이 치하고 산업화된 부산 지역에 비해 400배 이상의 낮은 농도를 나타

냈으며, 우리나라 청정지역인 동해 연안지역과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 조사

지역인 고성만 인근지역이 산업화 되지 않은 농경 지역으로 롬계 화합물의 오염 source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퇴 물 시료의 

경우 입자 크기나 유기물 함량에 따라 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향을 받기 때문에 추가 으로 

입도 분석  총 유기탄소 함량 자료를 산출하여 롬계 화합물 자료와 함께 논의해야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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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oxin components from 

dinoflagellate Dinophysis caudata using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Buyng-su Hwang, Hyobin Kim, Wonho Yih, Hyung Seop Kim,  

Jung-Rae Rho 
Kunsan National University

   Diarrhetic toxins have been known as secondary metabolites 

produced by toxigenic dinoflagellates, mainly belonging to the 

Prorocentrum and Dinophysis genera. Last three years ago, our 

group isolated PTX-II, one of diarrhetic toxins from the 500 L 

culture of Dinophysis acumina. Recently, we have success in 

culturing Dinophysis caudata in the laboratory reactor with 400L 

volume. 

As in the case of D.acumina. the PTX-II from D.caudata cells also 

was isolated. Furthermore, even though very small amount, other 

components were observed by the LC/MS method. These 

components showed significant cytotoxic effect with brine shrimp 

lethality test. 

In this poster, we will show the NMR data for PTX-II and other 

components isolated from D. caudata as well as their LC/M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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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of polyunsaturated compounds showing 

anti-inflammatory effect from the marine 

sponge Axinella rugosa

kyung Lee1, ah-ram Lee1, Jung-Rae Rho1, Jung-ja Sim2, Ok-Hwa Kang3

Kunsan National University1

Hannam National University2

Wonkwang National University3

Marine sponges are a rich source of structurally unique natural 

compounds, displaying a wide variety of biological activities.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finding of new 

lead compounds for the cure of anticancer, antiviral, and other 

diseases from marine sponges. In our effort of isolating new 

bioactive compounds from the Korean marine sponges, we isolated  

recently two compounds from the marine sponge Axinella rugosa 

collected in Gageo island by the activity-guided fractionation. 

In the present poster, we will display the isolation procedure of 

these compounds and their detailed structures determination 

accomplished by diverse spectroscopic methods including NMR  

experiments. In addition, the anti-inflammatory result will be 

showed for each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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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squiterpenes 

showing ani-inflammatory effect from the 

marine sponge Dysidea sp.

Yang Cao,
1 

Seung-joo Moon
1

,
 

Jung-Rae Rho
1, 

, Chung-Ja Sim,
2 

Ok-Hwa Kang
3

Kunsan National University
1

, Wonkwang National University
2

Hannam National University
3

 

 Some metabolites isolated from marine organisms have been 

developed as drugs, cosmetics, health foods, and research chemicals. 

Compared with the terrestrial natural products with the long 

research history, marine natural products have been focused by 

many researchers because of the structurally unique and biologically 

diverse characteristics. 

  In this work we tried to find new components showing 

anti-inflammatory activity from marine sponges inhabiting in the 

Korean seawater. First, we tested the inhibition of NO (nitric oxide) 

production on RAW 264.7 cell with 20 other extracts. From these 

tests, the sponge Dysidea sp. was selected for further study. 

 A series of chromatography work provided us with four new 

furanosesquiterpene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show the 

isolation procedure and the detailed structure determination of these 

compounds. In addition, each inhibition effect of NO production will 

be ex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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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앙 해령의 열수 plume 추 :

탁도 아노말리  메탄 분포

손주원, 유옥례, 주종민, 양승진, 손승규

한국해양연구원

인도양 앙 해령에서 CTD-TOYO  심해  카메라(Deep Sea Camera) 운  시 이블에 

MAPR(Miniature Autonomous Plume Recorder, NOAA)을 장착해 수층 내 부유물질의 변화 

양상을 연속 으로 측하 다. 한 CTD system(Model 911 plus and carousel-24, Sea-Bird 

Inc.)을 이용한 정  조사에서도 MAPR을 장착해 자료를 획득하 으며, 수심 별로 채취한 해수 

시료에서는 메탄(CH4) 분석을 수행하 다. 부유물질은 일차 으로 해  열수 환경에서 열수 

plume의 분포 형태를 악하는데 유용하며, 메탄은 열수 활동을 지시해주는 화학  추 자이

다. 연구 지역은 인도양 남  약 8°에서 17°, 동경 약 65.5°에서 68.5° 구간에 치한 앙 해령

으로, 해령확장축과 변환단층을 하나의 확장구간(segment)으로 구분해 총 7개의 확장구간에서 

연구를 수행하 다. MAPR은 수심, 수온, 탁도  산화․환원  값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며, 

열수 환경을 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탁도 측정원리는 부유물질에 의한 후방산

란 (light back scattering) 방식으로 압 값으로 측정하며, 부유물질량에 비례한다. 메탄은 

headspace 방법으로 메탄가스를 분리한 후 InO2 반도체 검출기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

(GC/SCD)로 분석하 다. 탁도 아노말리 분석을 통해 인도양 앙 해령의 체 인 열수 

plume 분포도를 확보하 으며, 화학  추 자와의 비교를 통해 일부 확장구간에서는 활동성 

열수분출 근원지가 악 다. 향후 ATP(adenosine triphosphate), 수소이온, 무기 양염, 

속 등의 생지화학  추 자 자료와 해 면의 기반암/암석 자료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 인도

양 앙 해령의 열수 활동 특성을 이해하기 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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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산 패류  미량 속 함량  해도 평가

최은미, 황동운, 최민규, 이인석, 김숙양, 최희구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국 연안의 다양한 해양생물  패류는 주로 해 면 아래에 서식하고 퇴 물  독성·발암

물질에인 속이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해수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어

류나 해조류에 비해서 장기간 노출에 따른 생물체내 이들 화학성분들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패류들을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도 큰 향을 받을 것으

로 단되며 안 한 해양생물의 섭취를 해서는 이들 패류  유해화학물질들의 잔류량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수집된 패

류 16종을 상으로 미량 속(Cu, Cd, Pb, Zn, Cr, As, Se, Hg)의 함량을 조사하여 안 성을 

평가하고 인체 해도를 악하고자 하 다. 

   패류  미량 속의 체 평균농도는 Cu 4.17 ± 5.08 mg/kg, Cd 0.30 ± 0.40 mg/kg, Pb 

0.20 ± 0.16 mg/kg , Zn 25.00 ± 31.55 mg/kg, Cr 0.26 ± 0.48 mg/kg, Hg 0.01 ± 0.02 mg/kg, 

As 3.47 ± 3.02 mg/kg, Se 0.49 ± 0.32 mg/kg 으로 나타났으며, 굴, 재첩, 동죽에서 다른 패류

들에 비해 속 함량이 높았다. 이는 같은 시기 조사된 59종 어류의 속 평균 농도와 비

교하여 수은을 제외하면 다소 높은 수 이었다. 하지만, 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섭취에 한 

속 법  기 치가 존재하는 속 Pb (2.0 mg/kg), Cd (2.0 mg/kg), Hg (0.5 mg/kg)의 

농도는 히 낮은 수 이었다. 미량 속 별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낸 패류 종으로는 Cu의 

경우 굴(18.41 ± 5.40 mg/kg), Zn 재첩(30.14 ± 23.79 mg/kg), As 동죽(9.67 ± 0.80 mg/kg), 

Cd 가리비(0.92 ± 0.99 mg/kg), Cr 새조개(1.68 ± 2.29 mg/kg), Hg 소라(0.03 ± 0.07 mg/kg), 

Se 바지락(0.76 ± 0.45 mg/kg)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 양조사(2005)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수산물은 총 76.2 g이

며, 이  패류는 6.3 g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농도값을 입

한 결과, 패류의 주간 속 평균 섭취량은 Pb 8.82 ㎍, Cd 13.23 ㎍, Hg 0.44 ㎍, Cu 183 ㎍, 

Zn 1,102 ㎍, As 153 ㎍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FAO/WHO에서 설정한 잠정주간섭취허용량 

(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와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Pb은 0.6%, Cd 3.1%, 

Hg 0.2%, Cu 0.6%, Zn 0.3%, As 17%로 모든 미량 속들이 비교  안 한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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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에서 혼획된 상괭이(Neophocaena phocaenoides)의 

체내 미량 속 함량 특성

유 , 황동운, 주서하, 최민규, 이인석, 김숙양, 최희구,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상괭이(Neophocaena phocaenoides)는 고래목 이빨고래아목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

로  세계에서 오직 아시아 지역에서만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선 주로 서해연안에서 빈번히 

찰된다. 재 상괭이는 멸종 기종으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한 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업포경 한 국제법상 엄격히 지되어 있다. 하지만, 상괭이는 

주로 수심이 얕은 연안 가까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의 정치망이나 어획 그물에 

혼획되거나 반폐쇄 인 내만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좌 되는 사례가 많아 지속 인 

리가 필요한 고래종 에 하나이다. 최근 이러한 혼획․좌 된 상괭이를 통해 이들의 생태 

 먹이습성, 연령과 성성숙도 추정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조직내 화학성분들의 

특성에 한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괭이의 체내 미량 속 

농도분포 특성을 악하고자 2010년 우리나라 연안에서 혼획된 상괭이 약 51개체(암컷 28∼29

개체, 수컷 23∼25개체)에 하여 부 별(간, 근육, 지방) 미량 속(Cu, Pb, Cd, Cr, As, Zn) 농

도를 조사하 다. 

 상괭이 체내 미량 속 평균농도는 체로 간에서 높은 농도를 보 으며 지방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 다. 부 별 미량 속 농도 특성을 살펴보면, 간의 경우 미량 속 농도는 Zn> Cu> 

Cd> As> Cr> Pb 순이었으며, 근육은 Zn> As> Cu> Cr> Pb> Cd, 지방은 Zn> As> Cr> 

Cu> Pb> Cd 의 순이었다. 모든 부 에서 Zn의 농도가 가장 높고, Cd과 Pb이 다른 속에 비

해 상 으로 낮았으며, 부 별로 각기 다른 속농도 분포패턴을 보 다. 상괭이의 성별에 

따른 미량 속 농도는 암컷과 수컷 모두 비슷한 농도를 보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

지만, 성숙도에 따른 미량 속 농도는 성숙한 개체에서 미성숙한 개체보다 Cd과 Pb이 상

으로 다소 높은 농도를 보 다. 이는 이들 원소들이 다른 속원소들에 비해 체내 농도가 매우 

낮고 상 으로 배출속도가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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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만돌, 하 , 상암지역 퇴 물의 

T-VOCs, 5-VOC 휘발특성에 한 실험실 연구

              

이 호, 정갑식, 우한 , 조진형, 이승용

한국해양연구원 해양방 연구센터

   본 논문은 라북도 부안∙고창 지역에 치한 곰소만 만돌리(Sand), 하 리(sandy Silt), 상암리

(Silt) 지역 퇴 물  부산항 근처 설토 샘 (Clay)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

(Lab scale)이다. 응용 용된 기술방법은 공기주입(Air sparging)법으로 포화층(Vadose zone)에 있는 

오염물질을 지 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수층에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과 석유계 탄화수소류(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를 효과 으로 처리

하며 이는 포화 퇴 물층으로 직  압을 가해 공기 주입한다. 이런 유기 인 물질을 공기로 상승시켜 

포화층(Vadose zone)으로부터 불포화층(Unsaturated zone)으로 VOCs 물질들을 휘발시키는 복원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항후 다양한 입도상을 가진 국내 오염퇴 물  해양 설토 복원  오

염 감 계획수립에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퇴 물에 오염  흡착된 탄화수소류(HC) 성분들은 퇴 물의 다양한 입자  조건속에서 이동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액상, 기상, 고체상(Non-Aqueous Phase Liquids; NAPLs)상의 3가지 상으

로 존재한다. 특히 NAPLs상으로 유입된 탄화수소류  유류∙디젤성분들은 액상물질에 용해되어 환

되며, 부분 구성물질은 NAPLs 상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물질은 다시 퇴 물입자 는 콜로이드 

입자에 흡착된 상태, 공극 내에서의 잔유물(Residuals)상태, 수분성분 에 부유되어 있는 Free product 

상태가 된다. 

   실내 실험에 사용될 곰소만내 표 표층퇴 물 3정  만돌리(Sand), 하 리(sandy Silt), 상암리

(Silt)의 샘   부산항 근처 설 퇴 물 1정 에서 샘 을 채취하 다. 샘 링 후 기본 인 입도

(Mean Size), 함수율, 도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 항목등을 분석 후 120℃에 12

시간 건조한 다음 2 mm 체에 거른후 건조한 퇴 물과 MIX-1 혼합액(NAPLs, DNAPLs등 20여가지 

이상 혼합액)과 1:1 비율로 섞은 뒤 48시간 지난 후 실내 실험 분석에 사용하 다. 각 컴럼에 주입된 

공기압은 90 psi의 압력  0-5 L/min 유량으로 48시간 주입하 으며, 주입 후 곰소만 퇴 물  부

산 설토 퇴 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된 농도를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MASS)를 이용하여 

T-VOCS  5-VOC(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Styrene, Xylene)를 측정하 다. 

   곰소만 만돌, 하 , 상암  부산항 근처 설토 샘 의 평균 입도는 각각 1.79 Φ(Sand), 5.50 Φ

(sandy Silt), 5.84 Φ(Silt), 8.53 Φ(Clay) 이 다. 공기 주입  곰소 만돌 샘 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농도는 16.690 mg·m
-3 

이었으며 5-VOC(Benzene, Toluene, Ethyl-benzene, Styrene, 

Xylene)의 농도는 0.509 mg·m-3이었다. 48시간 90 psi의 압력  0 L/min(B1), 3 L/min(B2, B3), 4 

L/min(B4, B5), 5 L/min(B6, B7) 유량으로 공기 주입 후 B6, B7 컬럼의 T-VOCs는 1.719 mg·m-3로 

89% 이상 감, 5VOC는  0.010 mg·m
-3

로 98% 이상 감 되었다. 그러나 부산 설토 퇴 물은 실험

 T-VOC가  69.735 mg·m-3에서 공기 주입 후 B6, B7 컬럼에서 27.011 mg·m-3 약 61% 감 되었지

만, 5VOC는 실험  7.284  mg·m-3에서 9.431 mg·m-3로 오히려 약 1.3 배 증가 되었다.

1. Peterson, J. W., Deboer, M. D. and Lake, K. L. (2000). A Simulation of Toluene Cleanup by Air Sparging of 

Water Saturated Sands, Vol. 72, pp. 167-178

2. Di, P., Chang, D. P, and Dwyer, H. A. (2002). Modeling of polychorinated biphenyl removal from 

contaminated soil using steam, Environ. Sci. and Technol., Vol. 36, Issues 8, pp. 1845-1850

3. Johnston, C. D., Rayner, J. L., and Briegel, D. (2002). Effectiveness of in situ air sparging  for removing 

NAPL gasoline from a sandy aquifer near Perth, Western Australia, Journal of Contaminant Hydrology, Vol. 

59,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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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질등  기 을 이용한 특별 리해역 장기 수질 평가

박미옥, 이용우, 정희경, 김 수, 팽우 , 김성길, 김성수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기존에는 국내 해역의 수질을 평가하기 해 해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양환경인자

(DO, pH, COD, TN, TP 등)들의 농도를 3등 으로 구분하여 일률 으로 각 해역을 평가해 왔

다. 2011년 신규로 고시된 수질등  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44호)은 부 양화 원인물질

(용존무기질소 농도, 용존무기인 농도), 일차반응(식물 랑크톤 농도(chl a), 투명도)과 이차반

응( 층산소포화도) 요소들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생태구별로 다른 기 값을 용하 다. 

수질등 은 평가항목들을 종합 인 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로 환산하여 수질

을 5등 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측정망 운 을 통해서 얻은 특별 리해역(울

산, 부산, 마산, 양, 인천연안)의 조사결과를 신규수질등  기 을 이용하여 장기 수질 변동

(2000～2011년)을 평가하고, 신규와 기존의 수질등  기 에 해서 비교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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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운항선박을 이용한 역해역에 한 해양환경모니터링

팽우 , 이용우, 김 수, 박미옥, 정희경, 김성길, 김성수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동해항과 인천항을 편도 주 2～3회 운항(약 1250 km)하는 ㈜ 용해운 소속의 시멘트 운반선

(신양호, 6422톤)에 실시간으로 해양환경모니터링이 가능한 측정시스템(페리박스)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완벽히 감싸는 역해역에 한 해양환경 감시망을 구축하 다. 페리박스

에는 각종 수질, 기상센서  측정장비들을 설치하 으며, 분석항목으로는 해수  수온, 염분

을 비롯한 주요 해양환경 변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pH, DO, 양염류(암모늄, 질산염, 인산

염, 규산염), 클로로필, 탁도, CDOM 등이다. 페리박스를 이용한 조사결과들은 우리나라  연

안의 해양환경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성을 이용한 해양 측 자료에 한 검․보정 자료로도 

이용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외 페리박스 운  황, 국내 해역에서 시운 한 결과  

앞으로의 운  방향 등에 해서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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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sequencing을 이용한 동해 연안역 Airbon Bacterial 

Community 

              

김 일, 장요순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

동해 연안 기시료(강수, 에어로졸)의 기원 악  기 환경조건에 따른 에어로졸 부착 미

생물(바이오에어로졸)의 반응을 살펴보기 하여, 유 자 바코드 기반의 pyrosequencing 기법을 

이용하여 Airbone Bacterial Community를 분석하 다. 강수시료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

(경북 울진 소재) 옥상에 설치된 PVC재질의 빗물채집기를 이용하여 확보하 다. 본 연구에서는 

genomic DNA 추출 과정을 생략하 다. 즉, 박테리아 배양실험  genomic DNA 추출 과정에서 

탐지 불가능한 난배양종, 희기종 박테리아도 증폭 가능하도록 강수여과물을 직  유 자 분석

반응에  사용하 다 . 동해 연안 강수시 료의 바이오 에어로 졸에는  소수의  박테 리아 분 류군이 

존재하 으며 Caulobacterales, Rhizobiales,  Sphingomonadales, Gemmatimonadales, 

Sphingobacteriales, Rhodobacterales 목에 속하는 염기서열이 체의 18-84%를 이루었다. 이들 

소수의 박테리아 분류군은 채취된 시료별로 종 조성의 차이를 보 고, 온도와 풍향  계 등 

기상환경 조건에 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High-throughput 

염기서열 분석 기술은 연안역 기시료와 같은 구성성분이 복잡한 시료를 높은 정확도로 빠르게 

미생물의 종조성  유 특성 악이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방법은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기  바이오에어로졸의 유  구조 특성  환경변화 반응유 체 분석 

연구에도 응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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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 과 해양생물자원의 미래

심동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 추진단

국립해양생물자원은 과거에는 지배주체가 없거나 인류 공동의 소유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약  나고야 의정서 채택은 생물자원이 더이상 인류공동의 소유가 아니라 각국소유

의 미래 핵심자원으로서의 인식 환을 가져왔다. 각국은 자국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에 한 

지식을 쌓고 주권  권리를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생물자원을 이용

할 경우,  가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 은 미래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물자원을 빠르게 확보하고, 국가자산화 하

기 해 국가  략을 수립하며, 국제사회의 해양생물자원 분할 제도형성  배분과정에 극 

참여할 것이다. 한 해양생물자원 이용의 법률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권 제도 창설을 검토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효율  리에 힘쓸 것이다. 지속  발 을 해 재원, 과학기술, 장비, 

인력, 소재등을 학 등 교육․연구기 에 극 지원하고, 사업분사제도, 조인트 벤처, 인력교

환  지원, 연구소등록제도등을 정비하여 기업이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

도록 극 지원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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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야  의정 서 발효 이후 해양생물자원정 책의 추 진방향

박수진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1992년 생물다양성 약 채택을 계기로 개별국가의 생물주권이 재확인되면서, ‘유 자원의 근

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은 국제사회의 핵심 쟁  사항이

었다. 2010년 10월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는 18년간 국제사회 논의의 결과물

로서 생물자원에 한 새로운 국제규범체계의 탄생이었다. 

향후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와 상업화에 상당한 향을  것

으로 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나라 해양생물자원정책의 추진방향에 해서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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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나 라  해양생물다 양성 황  연구동향

윤석 , 서 상, 김주희, 정미희, 이도경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는 생명산업의 핵심 원천소재 발굴, 확보  개발을 해 매우 요하며, 

이와 련한 연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재 세계 으로 보

고된 생물 종은 약 200만종으로 추정되며, 그  해양생물은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약 50

만종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자연보호 앙 의회의 ‘국내 생물 종 문헌조사 연구’

를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반 인 분류군을 분류하고 종을 수집하여 지 까지 

약 육상생물 약 2만종, 해양생물 약 1만종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국․내외 으로 생물다양성 

련 연구는 지속 으로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상생물의 소재 고갈  미래 산업의 

잠재 가능성을 가진 해양생물에 한 심의 증 로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랑크톤 (2,376종), 염생식물 (46종), 해조류 (1,002종), 무척추동물 

(5,289종), 미삭동물  (97종), 어류 (987종), 해양 충류 (2종) 그리고 해양포유류 (35종)가 보고

되고 있으며, 세계 인 수 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기 을 만들기 해 국립해양생물자원 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 국∙내외 해양생물의 분류  계통을 확립하고 독자

인 연구 수행을 해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표본 확보  신종  미기록종의 기재에 한 해

양생물표본사업 연구가 진행 이다. 반면 국외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을 체계 으로 확보하고, 

리하기 해 자연사박물 이나 다양성정보센터와 같은 기 을 설립해 생물의 다양성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의 유지, 지속가능한 이용  보 을 한 목 으로 우

리나라 해양생물의 다양성 황  연구 동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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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지구  해양생물시료 확 보 를 통 한 종 다 양성 연구

이승한1, 김세화2, 박은옥1, 조규희3, 서호 4, 이원철1

1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2용인 학교 생명과학과
3한국해양연구원, 4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해양생물은 육상생물에 비해 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미래 자원의 보고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들을 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요성이 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극지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악하기 해 지에서 채집을 진행하여 표본을 확

보하고 이를 상으로 한 분류학  연구를 통해 미기록종  신종을 발굴하는데 목 이 있다. 

한 그리고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출 한 종들의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 다.

시료의 채집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남, 북극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정 을 선정

하고 장을 직  방문하여 시료의 채집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어류를 포함하여 총 44목 137

과 327속 958종의 해양생물이 채집되었으며 주요 분류군을 상으로 분류학  연구를 진행하

다.

발굴된 해양생물  동물 랑크톤 Parvocalanus crassirostris (Dahl, 1894)는 서양의 라질 

연안이 모식산지로 알려진 종이며  세계 으로 열 에서 온 해역에 우 하여 분포하며 외

양역보다는 천해역에 서식하는 종이다. 한국과 하와이, 그리고 라질에서 시료를 채집하여 확

보한 뒤, 이들의 mtCO1 유 자를 상으로 분자계통학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한국과 하와이에서 출 한 태평양 개체군 내에서는 98～100%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보 으며, 라질에서 출 한 서양 개체군 내에서는 97～100%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나타내

었다. 한 태평양과 서양 개체군을 비교한 결과, 75～77%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나타내어 

태평양 개체군과 서양 개체군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라질 연안에서 최  기재된 Parvocalanus crassirostris와 태평양에 서식하는 Parvocalanus 

crassirostris 개체군은 별도의 종으로 보여지며, 이를 명확히 하기 한 분류학 인 연구를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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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 원핵 생물의 다 양성 – 배 양  군집구조

              

조장천
1

, 권개경
2

1
인하 학교 생명해양과학부, 

2
한국해양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양환경에 존재하는 원핵생물은 그 수가 약 4 x 1030 개이며 1011 톤의 생물량을 지니는 생태

계의 주요 구성인자이다. 원핵생물의 종(species)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2년 4월 재 공식 으로 발표된 원핵생물 종의 수는 약 1만1천2백 개이다. 다수의 미생

물은 아직 비배양된 상태이며, 그러므로 원핵생물의 배양, 동정을 포함한 분류  생태  이해

는 해양미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석이 된다. 국내에서 연구-발표된 미생물의 신종  해

양 원핵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해양미생물의 한 

심이 증 되는 , 둘째, 미생물 자원학보에 한 연구 역이 활성화된 , 셋째, 해양환경에

서 신종의 발굴이 차 체계화되고 있는 을 들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  건립을 한 일럿 연구를 포함한 2년 동안의 연구 결과 약 1만 7천여

을 확보하 으며 16S rRNA 유 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계통학  분석 결과, 

Alphaproteobacteria, Gammaproteobacteria, Flavobacteriaceae에 주로 속하는 배양 가능한 원

핵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더불어 비배양성 군집구조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존재하는 원핵생물의 다양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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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생생물 배 양종 주의 응용성과 미래가치

이원호, 박종우1, 노정래, 박종규, 김형섭2

군산  해양학과, 1군산  새만 해양환경연구 , 2군산  해양생물공학과 

원생생물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닌 단세포 진핵생물 체를 일컫는다.  이 가운데 해양환

경에서 서식하는 종류들은 기 지구 기의 유산소화, 원핵생물에서 다세포생물로의 진화, 

기 의 이산화탄소 농도 조 , 무기성분을 변형하여 생산한 유기물의 공  등과 같은 지구생

물권의 거 환경 변화를 좌우해 온 요한 지구생태계 구성생물군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평  유 자 달(lateral gene transfer, LGT)이 실시간 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원생생물 

종들의 배양종주를 확보하고, 직 인 실험을 통하여 수직  유 자 달과 비교/평가하는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응용  측면에서 원생생물의 우수성에 하여는 “single cell factory of 

factories" [1]로 불릴 수 의 다양한 생화학  과정과 생물화학 분자군을 한 세포 안에 유지하

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특성 인 해양원생생물 배양종주 확보하고 활용

할 경우, 상온 반응을 통한 특정한 종류의 생물화학 분자들을 고순도로 량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이다[2,3].  최근 제주 해역에 나타나는 아열 화 경향을 반 하는 해양생물 가운데 원생생물 

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부착성 원생생물들은 그 분포의 북방한계 선이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하기 쉽다는 에서, 기후변동의 지시자 생물군이 될 수 있다[4].  한, 이들 배양

종주 가운데는 (아)열 역에서 맹독성 어류의 독화를 유발하는 원인생물 종으로 보고된 종류들

도 포함되어 있어, 의약학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5].  

1. Sauer, M. and Mattanovich, D. 2012. Construction of microbial cell factories for industrial bioprocesses. J 

Chem Technol Biotechnol 87, 445-450.

2. Caron DA et al. 2008. Protists are microbes too: a perspective. ISME Journal 3, 4-12.  

3. Roberts EC et al.. 2011. Mechanisms underlying chemical interactions between predatory planktonic protists 

and their prey. J Plankton Res 33, 833-841. 

4. Kim et al. 2011. Abundance of epiphytic dinoflagellates from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Korea during 

Autumn 2009. Ocean Science Journal 46, 205-209. 

5. Ramos et al. 2010. Palytoxin and analogs: Biological and ecological effects. Mar. Drugs. 8, 2021–2037.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T a x o n o m i c a l  s t u d i e s  o n  c o r y c a e i d s  a n d  o n c a e i d s  

( C o p e p o d a :  C y c l o p o i d a )  i n  t h e  n o r t h e r n  E a s t  C h i n a  

S e a  and thei r characteri sti cs on occurrence rel ated to  

water mass

              

진희, 서호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Most of the species belonging to the families Corycaeidae and Oncaeidae has so far been 

identified based on several fragmentary figures and incomplete descriptions from the 

temperate and tropic oceans. As a result, many errors in identification such as mixing of 

characters of different species and/or regarding as one specific species occurred in many 

taxonomic and ecological studies. Therefore, morphological details such as mouthparts, 

relative lengths of endopodal spines of swimming legs, ornamentation on surface of genital 

somite and proportions of lengths and widths of respective segments are needed to verify 

its taxonomic status. In this study, distinct morphological natures differentiating species 

within Corycaeidae are discussed on the basis of detailed redescription of twenty corycaeid 

(Copepoda: Cyclopoida) species from southern areas off Jeju Island (East China Sea), 

Korea. Eleven species are considered as the first record of occurrence from the Korean 

waters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w species, Farranula sp. are also provided. 

Four oncaeids (Copepoda: Cyclopoida) were found from off the southern coast of Jeju 

Island of Korea (NW Pacific) which was affected by the Tsushima warm current. One 

species is a first record of occurrence and the others are new to science from Korean 

waters.

To reveal the spatial patterns of corycaeids and oncaeids communities from 2004 to 2011, a 

large scale oceanic study was conducted. A total of 35 species within the families 

Oncaedae and Corycaeidae was quantified. Overall, there was a strong correspondence 

between the distribution of certain copepod species and water masses (Tsushima warm 

current: TWC, Cheju warm current: CWC and mixed water of Changjiang diluted water 

and adjacent water of Jeju Island: MW). Corycaeus (Ditrichocorycaeus) affinis was present 

as indicative species of MW in summer, while CWC group did not occur in summer. In 

autumn warm water species such as Oncaea venella, O. venusta, O. scottodicarloi, and O. 

media, abundantly appeared in TWC and C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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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 류 엽체 부착 생물의 생물다 양성

김창수, 유재원, 박미라, 이 정, 정회인1, 이창근, 홍재상1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1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해조장은 연안역에서의 먹이망 유지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2차원 인 해 면

을 3차원 인 공간으로 변모시켜 서식처의 이질성을 높임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해조류를 서식기질로 이용하는 다양한 해양 무척추동물들은 부분 조식동물로서 해조류

의 생태에 직간 으로 여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어류의 먹이로 이용되어 상 양 단계를 

부양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엽체부착생물의 종조성이나 

다양성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 갈조류에 서식하는 엽체부착생

물의 종조성  분포의 변화를 해역, 해조류의 종류, 그리고 해조류의 부 를 기 으로 분석하

고, 이를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논의하 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한국 연안 해 리류의 생물다 양성

              

박진호, 문창호1, 서 상2, 윤석 2, 강 실2, 오철웅1

(주)오션테크해양연구소, 
1

부경 학교, 
2

국립수산과학원

서론

해양생태계에서 해 리류의 량발생은  지구  공통 상으로 볼 수 있다. 지 까지 해 리

류의 량발생 원인은 어류남획, 수온상승 등의 기후변화  부 양화 등이 직･간 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듯 해 리류의 량발생은 수산자원 어획량의 감소  

질  하와 발 소 취･배수구의 막힘 상  하계 해수욕객들의 보건과 심미 인 해성 

래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 리류에 한 

분류  생태 인 조사와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 출 하

는 해 리류(빗해 리류)에 한 수 잠수 조사( 찰  촬 ) 결과를 기 로 해 리류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 인 특징을 악하는데 목 이 있다. 

재료  방법

우리나라 연안의 해 리류의 생물다양성과 생태 인 특징을 악하기 하여 2004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4개 해역의 11개 장소(서해-시화호, 선유도; 남해-고성만, 진동만, 마산만, 

노 도, 매물도, 목도; 동해-포항, 울진; 제주도-섭섬)를 상으로 300회 이상의 수 잠수

(SCUBA diving) 조사를 실시하 다. 

결과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총 30종의 해 리류  빗해 리류가 출 하 다. 이 가운

데 동정이 가능한 종(genus level 이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름달물해 리(Aurelia aurita)

를 포함하여 총 2문, 4강, 12목, 18과에 19종이었다. 반면 분류학  동정이 아직까지 미진한 해

리류  빗해 리류는 목(order)  과(family) 수 으로 총 2문, 4강, 5목, 7과(미확인 2과 

포함)에 11종이었다. 이 듯 본 연구에서 보고되는 30종의 해 리류(빗해 리류)는 기존의 16

종(강 등, 2004)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국내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다수의 미기록종이 찰되어 향후 우리나라 연안역 생태계의 보   

리를 하여 지속 인 조사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참고문헌

 강 실, 이혜은, 장수정, 손민호. 2004. 한국연안의 해 리. 국립수산과학원, 부산, 5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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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r s t  R e c o r d  o f  t h e  B o t h i d  F l o u n d e r ,  Japonolaeops 

dentatus ( B o t h i d a e ,  P l e u r o n e c t i f o r m e s )  f r o m  J e j u  

I s l a n d ,  K o r e a

  Maeng Jin Kim, Jung Hwa Choi, Kwang-Ho Choi 

Taeg Yun Oh, Dong Woo Le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Divisio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Family Bothidae under order Pleuronectiformes comprising about 22 genera and 140 species 

in world (Nelson, 2006) and 7 genera and 9 species from Korea (Kim et al., 2005; Lee amd 

Lee, 2007, 2007; Kim et al., 2010; Lee and Choi, 2010). They are characterized by having 

pelvic fin base on ocular side longer than on blind side (Nelson, 2006; Amoaka, 1969). 

Recently, four specimens of Japonolaeops dentatus belonging to the family Bothidae 

collected by  the bottom trawl from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As J. 

dentatus has not been reported from Korea yet, the morphological descriptions of the 

species were provided based on the specimen and it was newly added to the Korean fish 

fauna. Counts and measurements followed Hubbs and Lagler (1964). The examined 

specimen was deposited at the Fish Genetics and Breeding Labora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JNU) and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 

Korea.

M a t e r i a l  e x a m i n e d .  JNU 304-1～3, three specimens, 152.9～174.1 mm in standard length 

(SL), Jeju Island, Korea, Apr. 28. 2011; NFRDI 20110327, one specimen, 174.7 mm in SL, 

32°46'43"N, 126°49'67"E, off Jeju Island, Korea, Mar. 27, 2011.

D e s c r i p t i o n .  Body elliptical, elongate, its depth about one-third of SL; dorsal and anal 

contours evenly arched; dorsal fin starting on blind side, its origin in front of lower eye; 

anal fin starting below pectoral base; pectoral fin smaller on blind side than on ocular side; 

pelvic fin base longer on ocular side than on blind side; lateral line on ocular side gently 

arched above pectoral fin but no lateral line on blind side; caudal peduncle narrow in depth, 

much less than half length of head; head small, its depth about half of body; mouth very 

small; snout protruded and short, its length longer than eye diameter; upper jaw extending 

to below anterior margin of lower eye; eyes rather large, upper and lower eye were 

separated by a narrow and high ridge; teeth in both jaws uniserial; two nostrils existed on 

ocular side in front of upper margin of lower eye and the other two was on blind side 

below origin of dorsal fin; anterior nostril on ocular side tubular with short flap and 

posterior one somewhat tubular without flap; scales very small and deciduous; both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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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with ctenoid scales; part of dorsal and anal fin covered with scales. Body 

uniformly light greenish brown on ocular side; blackish at the middle portion of caudal fin; 

body on blind side white. 

R e m a r k s .  The present specimen was characterized by having upper jaw extending to 

posterior margin of lower eye, body depth about one-third of standard length, caudal 

peduncle depth narrow much less than half length of head and teeth on jaws present on 

both sides. The morphological characters of the specimen matched with Japonolaeops 

dentatus description given by the previous studies (see Table 1). J. dentatus is similar to 

Neolaeops microphthalmus in morphological characters such as body form (Hensley and 

Amaoka et al, 2001). However, the former can be distinguished by having 90～101 anal fin 

rays (vs. 83～87 for N. microphthalmus), dorsal contour of head with shallow concavity 

(vs. deep concavity) and upper jaw length more small than lower eye diameter (vs. large) 

(Nakabo, 2002). Also, J. dentatus is similar to Laeops kitaharae but the former is easily 

distinguishable from the latter distributed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by having teeth 

on jaw present on both sides (vs. blind side only for L. kitaharae) and first 2 dorsal fin 

rays not detached from others (vs. detached). We suggest a new Korean name 

"Geom-eun-kko-ri-ga-ja-mi“ for J. dentatus.

 



Implications of high levels of genetic divergence and 

phylogenetic structure for the taxonomy of harmful 

dinoflagellate Prorocentrum

Ju-Yong Cheon and Jang-Seu Ki* 

(Dep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e-mail: kijs@smu.ac.kr)

The dinoflagellate Prorocentrum Ehrenberg, 1834 occurs mostly in marine and 

brackish waters worldwide, and some species are responsible for harmful algal blooms. 

Morphological taxonomy of the genus has been well-established over the century. Recently, 

nuclear ribosomal RNA (rRNA) data were extensively used for the molecular taxonomy of 

dinoflagellates, and their phylogenies showed that the members in Prorocentrum diverged 

into two distinct clades. Here, we evaluated molecular divergence levels of the nuclear 

rRNA molecules using 18S and 28S rRNA sequences of Prorocentrum. DNA comparisons 

showed that genetic variations were significantly low (t-test, P<0.05) in the rRNA of 

intra-species with <0.2% dissimilarity, but those in inter-species were considerably high 

(>6.5% and >25.9% averaged dissimilarity in the 18S and 28S rRNA D1/D2, respectively). 

Parsimonious analyses showed that the 28S rRNA had a significantly higher divergence 

and greater phylogenetic resolution (3.8-fold by parsimony informative site) for the 

discrimination of Prorocentrum than the 18S rRNA. Bayesian analyses showed that 

species-splitting patterns were compatible in the 18S and 28S rRNA trees, and 

Prorocentrum was split into two clades (formally identified at clade I, II). Statistical tests 

with pairwise distance scores showed that the two clad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one-factor ANOVA, p<0.01). These suggest that the genus Prorocentrum comprises two 

genetically distinct groups, that should be reconsidered into two different genera: 

Prorocentrum and Exuviaella, that was formerly combined into single g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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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xicogenomics in the harmful dinoflagellate 

Prorocentrum minimum:  differential transcription of 

heat shock  protein 9 0  (HSP90)  b y thermal shock ,  

metal,  and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Ruoyu Guo, Vinitha Ebenezer, Jang-Seu Ki
*

 

(Dep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e-mail: kijs@smu.ac.kr)

The dinoflagellates survive variations in water temperature as well as sudden 

exposures to toxic substances; heat shock proteins (HSPs) seem to function as part of 

their cell survival strategy. In the present study, we determined the complete open reading 

frame (ORF) of HSP90 gene in the dinoflagellate Prorocentrum minimum (PmHSP90), and 

examined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gene after exposure to thermal stressors, copper 

metal, and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including bisphenol A (BPA) and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The complete ORF of PmHSP90 was 2,130-bp long, encoding a 709-amino 

acid-long polypeptide (81.62 kDa), and bearing characteristics of the HSP90 family and 

conserved domains. For gene expression study in the dinoflagellate P. minimum, we 

evaluated the gene expressions of 10 frequently used reference genes, including 18S rRNA, 

P2, ACT, TUA, TUB, CYC, eIF4E, MDH, UBQ, and GAPDH under various 

environmental stresses by Real-time (RT)-PCR. We found that TUA was the most stable 

expression, and selected the gene as internal reference for gene expression studies. In 

toxicity assays, Cu, BPA and PCB exhibited EC50-72 h values of 1.074 ±0.138 mg/L, 1.506 

±0.11 mg/L and 0.0084 ±0.0006 mg/L, respectively, in P. minimum. The expression of 

PmHSP90 was significantly upregulated by increased thermal stresses, with the highest 

changes of 2.4-fold and 1.9-fold occurring after 24 h at 25°C and 30°C, respectively. The 

gene expression dramatically increased (2.1 to 8.9-fold change)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copper (one-way ANOVA, P<0.01). Treatment with BPA or PCB, 

however, did not induce significant changes in PmHSP90 expression. These data suggest 

that the dinoflagellate HSP90 responds to thermal stressors, but may differentially respond 

to toxic substances such as metals and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R eferences

1. Guo, R,, and Ki, J.-S.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internal control genes for studying gene expression in 

the dinoflagellate Prorocentrum minimum using real-time PCR. Eur. J. Protistol. DOI 

10.1016/j.ejop.2011.11.001. 2011.

2. Guo, R., and Ki, J.-S. Differential transcription of heat shock protein 90 (HSP90) in the dinoflagellate 

Prorocentrum minimum by copper and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cotoxicology.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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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 eal- T ime P C R  을 이용한 

Heterosigma akashiwo 휴면포자 정량 기법의 장 

생태계 용

김주환, 박범수, 김진호, 왕펑빈, 한명수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퇴 층에 존재하는 Heterosigma akashiwo 휴면포자는 seed population 으로서 조 발생에 

요한 향을 미치지만 미경 찰 방법으로 정량  평가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조 발생기작을 규명하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H. akashiwo 휴면포자의 정

량  Real-Time PCR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장 생태계에 용하고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 하 다. 

 다량의 H. akashiwo 휴면포자의 확보를 하여 목포항의 퇴 층으로부터 휴면포자들을 직  

분리하 으며, 이 휴면포자들은 발아실험과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H. akashiwo 의 휴면

포자임이 확인 되었다. 한 qPCR의 검량선 작성을 해 분리된 휴면포자와 H. akashiwo 특

이  primer 를 사용하여서 qPCR 검량선을 구하 으며 매우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r
2
≥0.998, slope –4.2). 이를 이용한 qPCR 을 장 생태계의 퇴 층에 용한 휴면포자

의 정량결과와 직 계수법에 의한 휴면포자의 정량결과를 비교하 다. 직 계수법과 qPCR 을 

이용한 값의 상 계 분석을 해 총 50개의 퇴 층 시료가 분석되었고 그 상 계는 

pearson 상 계수 r=0.539 (P<0.001)로 명확한 유의성을 보 으며 각 방법에서 측정된 최소 세

포 도는 직 계수법에서 45 cells/g, qPCR 방법에서 11 cells/g 으로 qPCR 이 보다 민감하게 

정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qPCR 방법은 장 생태계 내에 

분포하는 H. akashiwo 휴면포자를 효율 으로 탐색  정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산만의 16개 정 에 하여 qPCR 과 직 계수법을 이용하여 H. akashiwo 휴면포자의 존

량을 조사한 결과, qPCR 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정  2에서 가장 많은 254 cysts/g 개체수를 

보 으며, 직 계수법 정량 결과는 129 cysts/g 으로 유사한 값을 보 다. 휴면포자가 가장 

은 지역은 정  9, 12 로, qPCR 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16 cysts/g, 22 cysts/g 으로 나타났으

나 직 계수법으로는 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qPCR 을 이용한 퇴 층의 휴면포자 

분석결과는 16개 정 에서 직 계수법에 의해 분석된 값과 매우 유사한 휴면포자의 지리  분

포패턴을 보 으나 직 계수법 보다 도 개체 수까지 신속,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효율

인 방법이라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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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strib ution and seasonal fluctuation of diverse 

rib otype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in S outhern 

K orean coastal w aters

 
Bum Soo Park, Peng-Bin Wang, Jin-Ho Kim, Ju-Hwan Kim, Li Zhun, 

Myung-Soo Han 
1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 has been occurred especially with long-term over 

decade in Korean coastal waters. It has been suggested that C. polykrikoides bloom may 

consist of diverse ribotypes. Iwataki et al. (2008) reported that C. polykrikoides population 

was composed of three ribotypes which were “East Asian (Korean/Japanese)” ribotype, 

“Philippines” ribotype and “American/Malaysian” ribotype. We developed a quantitative 

real-time PCR assay and analyzed field samples for distribution and seasonal fluctuation of 

three ribotypes of C. polykrikoides at Mul-gun harbor.

 Specific primers for three ribotypes of C. polykrikoides were designed to target the Large 

subunit ribosomal RNA region. The qRT-PCR assay analyzing Ct value and the log of 

copy number showed a significant linear relationship (r2≥0.99). Using PCR assay with 

specific primers, Philippines and East Asian ribotype were detected, whereas 

American/Malaysian ribotype did not observe around Korean coastal waters. In 2009, C. 

polykrikoides was distributed from August to November and composed of two ribotypes. 

Philippines ribotype was distributed from early August to November and had the highest 

abundance at late August. East Asian ribotype was distribu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had the highest abundance at early November. In 2010, C. polykrikoides 

was det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East Asian ribotype was det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and had the highest abundance in early November. On the other hands, 

unlike 2009, Philippines ribotype was det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and had 

extremely low abundance. Comparing results between 2009 and 2010, diverse ribotypes 

might be important role for maintaining C. polykrikoides bloom during long period.

Corresponding author: hanms@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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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 안의 Pseudo-nitzschia 속 의 출 과  P. pungens 

의 IT S 역  유  다 형성  분 석

김진호, 조수연, 한명수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최근 기억 상실성 패독 domoic-acid(DA)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seudo-nitzschia 

속의 출 범 와 빈도가 범지구 으로 확산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안에서의 

Pseudo-nitzschia 속에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안에 분포하

는 Pseudo-nitzschia 속의 종을 분리  동정하기 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국내 

연안의 39개 정 에서 시료를 채집한 후, 모세 법으로 단일 세포를 분리하여 배양주를 확보하

다. 확보된 배양주는 학 미경과 자 미경  ITS 역의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동정되었다. 그 결과 DA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P. calliantha, P. delicatissima, P. 

fraudulenta,  P. multiseres, P. multistriata, P. pungens 6종과 무독종의 P. americana, P. 

micropora, P. subpacifica 3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출 을 밝 냈다. 특히 잠재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P. pungens는 국내 연안 부분의 조사 정 에서 출 하 다. 이에 조사기간 

 확보한 P pungens 배양주로부터 추출한 DNA를 토 로 ITS 역의 유  다형성을 비교 

분석하 으며 추가로 동 국해와 필리핀에서 확보한 P pungens의 배양주와도 비교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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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description of eight Amphora  species 

( B acillariophyceae)  b ased o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s in the K orean coastal w aters

Pengbin Wang, Soo-Yeon Cho and Myung-Soo Han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Amphora Ehrenberg ex Kützing is a common and worldwide-distributed benthic diatoms 

genus, with high diversity in morphology. However, marine Amphora species have been 

rarely described under modern microscopy techniques and molecular methods with 

complexity of cell structure and difficult on sampling. Taxonomical redescription was 

carried out on benthic diatoms isolated from rock, sediments and diverse artificial 

substrates at 17 sites in Korean coastal waters from September 2009 to August 2010. 

Eighteen Amphora Ehrenberg ex Kützing strains were successfully established as cultures 

from 80 Amphora isolates. Five Amphora species, A.  eunotia,  A. holsatica, A.  marina,  A. 

proteus A.  veneta and three unidentified Amphora species were redescribed using scanning 

electron and light microscopy and compared with previous descriptions. Phylogenetic 

relationship of eight species showed significant genetic differences through analyzing 

nuclear-encoding small subunit (SSU) rDNA  and internal transcribed spacer-1(ITS-1) 

rDNA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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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인 생물인  합성  섬모 류 

Mesodinium rubrum의 월 동 략 

박종우, 김형섭+, 이원호++

  군산  새만 해양환경연구 , 군산  해양생물공학과+, 군산  해양학과++ 

 해양 합성 섬모류 Mesodinium rubrum은 온도와 염분에 한 범한 환경내성을 띠고 있

어, 다양한 해역에 존재하는 주요 조원인 섬모류이다. 한 혼합 양 특성 섬모류인 M. 

rubrum은 은편모류 먹이기원의 색소체를 일시 으로 활용하는 해양의 주요 일차생산자로서 

생태․생리․진화 으로 매우 독특한 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를 포함한  연안에서 

1982년 이후 빈번하게 조를 일으킨 바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Cochlodinium 발생이 

없는 해에 이들 M. rubrum이 여러 연안에서 고 도의 조를 형성하 다.  세계 으로 이 

종의 배양체를 이용한 분류, 생물학  특성  조형성과 련된 생리생태 연구가 아직 보

인 단계에 있어, 본 연구진은 M. rubrum 종주를 이용하여 조를 형성하는 기작에 해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곰소만에서 분리한 M. rubrum 종주에게 4-5개월간 은편모류 먹이를 공 하지 않을 경우, 최

소 사를 유지한 채 극히 일부의 개체군이 잔존하 다. 이 잔존 개체군에 먹이를 재공  해주

면 5-6일 만에 성장하여, 조형성이 가능한 수 으로 개체군 증가가 일어남을 확인하 다. 

이는 해수 에서 은편모류 먹이를 수 개월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seed 

population이 잔존하다가, 다시 먹이 생물류인 은편모류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단기간 내에 

조를 다시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 으로 2종의 생물 종주를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M. rubrum이 은편모류 먹이를 만나지 못하는 월동기간에 cyst를 형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seed population의 월동이 가능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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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rasitism of harmful dinoflagellates in K orean 

coastal w aters

              
김선주1, 박명길2, 신은 3, 이원호4, D. Wayne Coats5

1 남 학교 기 과학연구소, 2 남 학교 해양학과, 
3한국미세조류분류연구소,4군산 학교 해양학과, 5미국 스미스소니언환경연구소

Two parasites of dinoflagellates, the perkinsid Parvilucifera infectans and the 

parasitic dinoflagellate Amoebophrya ceratii, are known to infect numerous dinoflagellate 

hosts, including some toxic and harmful algal bloom species.  These parasites have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due to growing interest in developing “natural” biological 

approaches for controlling harmful red-tides.  Nonetheless, few published accounts of 

dinoflagellate parasitism are available for coastal waters of Asia, although that region is 

strongly influenced by dinoflagellate red tides.  Our goal is to consider eukaryotic 

parasites as a potential means to control harmful dinoflagellates in coastal embayments 

and land-based mariculture facilities.  As a first step in that effort, we conducted a 

survey of dinoflagellate parasitism at several sites along the Korean coast for more than 

a decade.  Here, we report distribution and seasonality of parasites infecting 

dinoflagellates in Korean coastal waters.  In addition, we reviewed published accounts on 

the biology (e.g. infection level relative to dinospore:host ratios, generation times, host 

specificity, and fate of toxins following the infection) and genetic diversity of parasites 

from Korea and set those data in context relative to studies from other regions.  Finally, 

we consider some basic and/or practical issues to be addressed prior to the application of 

parasites as a biological control agent of harmful algal blooms and discussed the potential 

use of Amoebophrya cultures in biotechnology and/or bio-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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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B  조 기탐 지 를  한 수 음 향 기법 연 구  

( A pplication of acoustic method to the real- time 

detection of harmful algal b looms)  

               

최지웅1, 김정훈1, 윤 1, 강돈 2

1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방 연구센터

 조발생 조기탐지를 한 방법 의 하나로 수 음향을 이용한 탐지기법을 소개한다. 조

발생의 조기탐지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우리나라 주요 조 유발종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와 Chattonella antiqua의 체 후방산란강도를 5MHz의 음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상증식된 C. polykrikoides 개체들로 부터의 산란신호는 남해 오도 연안에서 

측정되었으며, 이로부터 유도된 후방산란강도는 개체수 증가에 비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C. antiqua의 경우 실험실에서 배양된 샘 로부터 후방산란강도를 측정하 으며, 음

향모델과의 비교를 해 C. antiqua의 음속과 도가 함께 측정되었다. 두 조 유발종으로 

부터의 개체수에 따른 산란강도는 음향모델 결과와 비교되어지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 

조기 탐지 가능성에 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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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발 생 조 기경 보  원격 이  형  센 서  개 발  

              

박 호, 강훈수

주과학기술원 고등 기술연구소

 조 발생의 조기 경보는 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의 감소와 효율 인 방재활동에 필

수 이다. 조 미생물의 이  형 을 원격으로 측정하면 기존 육안 찰에 비해 20배 높은 

감도를 실 하게 되어 조 발생을 기에 조기 경보 가능하게 된다. 원격 이  형 법을 이

용한 조 조기 경보 센서를 개발하여 국내 수산업 발 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발표에서

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조 발생 조기경보 원격 이  형

 센서 개발의 황을 소개한다. 먼  실험실에서 고안한 학계를 통하여 측된 조 샘

의 분 학  특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된 원거리 형  학계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개발된 조 원거리 형  센서 학계를 실제 조 발생지역에 설치하여 측된 결과를 소개한

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조 조기경보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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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physis caudata( D inophyceae)  seq uesters and 

retains plastids from the mixotrophic ciliate prey 

Mesodinium rubrum

김미란, 남승원, 신웅기, Donald W. Coats, 박명길

남 학교 해양학과

     “Phototrophic” Dinophysis Ehrenberg species are well known to have chloroplasts of 

a cryptophyte origin, more specifically of the cryptophyte genus complex Teleaulax/ 

Geminigera. Nonetheless, whether chloroplasts of “phototrophic” Dinophysis are 

permanent plastids or periodically derived kleptoplastids (stolen chloroplasts) has not 

been confirmed. Indeed, molecular sequence data and ultrastructural data lead to 

contradictory interpretations about the status of Dinophysis plastids. Here, we used 

established cultures of D. caudata strain DC-LOHABE01 and M. rubrum strain 

MR-MAL01 to address the status of Dinophysis plastids. Our approach was to 

experimentally generate D. caudata with “green” plastids and then follow the 

ingestion and fate of “reddish-brown” prey plastids using light microscopy, 

time-lapse videography, and single-cell TEM. Our results for D. caudata resolve the 

apparent discrepancy betwee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data by showing that 

plastids acquired when feeding on M. rubrum are structurally modified and retained 

as stellate compound chloroplasts characteristic of Dinophysi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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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국외사례와 국내 용 방향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연안해역의 생태계는 인구집 , 경제개발, 기후변화와 같은 요소로 부터 피할 수 없는 압력 하

에 있으며 인  생산의 증가와 함께 연안 생태계는 자연 치유능이 상실되고 있다. 우리가 

유하고 있는 연안해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어디가 치명 인 상태인가? 그 답을 얻기 

해 미국, 호주,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계 기반 연안환경의 체계 인 감시와 리방안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내만을 심으로 생

태계 건강성 평가 로그램을 수행함으로 우심해역의 우선 리에 을 맞추고 있다. 생물의 

서식공간을 반 하여 각 공간을 표하는 생물, 화학, 물리  특성을 악하고 동시에 해역의 

규모와 함께 평가 이슈를 고려한 생태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결과도 지수나 스코어로 

표 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온오 라인 매체를 통해 평가결과

를 다양한 계층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국내 연안해역의 환경문제는 오래 부터 인식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해역환경의 평가는 몇

몇 항목에 의한 수질평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생물학  평가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생태계

를 하는 다양한 오염원의 압력과 서식생물의 반응에 응하는 해양생태계 평가법이 국내

에도 도입이 요구되며, 나아가 다양한 생태계의 구성요소간의 종합  계를 고려하는 해양환

경 리라는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선진 열에 진입해야 할 시 에 있다. 

 따라서 국내의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한 기술 개발을 해 국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에서 용 가능 여부를 악해야 한다. 아울러 우심해역에서 사

례연구를 수행하여 국내형 평가법 개발을 한 출발 을 마련해야 한다. 국한된 해역에서 개발

된 국내 평가법을 토 로 다양한 해역에 평가 목 에 맞게 평가법을 응용 용하여 확  발

의 길을 열고자 한다. 그러므로 국내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법은 장기  로그램에 의한 수

정  보완을 통해서 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성숙되어야 연안해역 건강성의 회복과 유지

라는 목 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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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과 양만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을 한 수질지수 

설정

김동선, 최상화, 김경희, 정진 , 백승호,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진해만과 양만에서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을 하여 수질지수를 설정하 다. 수질 지표는 용

존무기질소, 엽록소, 용존산소 등 세 가지 요소로 정하 다. 용존무기질소와 엽록소의 수질 기

치를 설정하기 해서 외해에 치한 한해 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매월 

측한 질산염과 엽록소 자료를 이용하 다. 용존무기질소 기 치는 한해 에서 겨울철에 

측한 질산염 최고농도의 평균값(6.10 μmol L
-1

)으로 정하 다. 엽록소 기 치는 한해 에서 

철에 측한 엽록소 최고농도의 평균값(2.66 μg L
-1

)으로 정하 다. 용존산소 기 치는 해양

생물의 생리  반응에 근거하여 5 mg L-1로 정하 다. 용존무기질소와 엽록소 수질 등 은 미

국 EPA의 수질 등 에 따라 5등 으로 나 었다; 1등 은 기 치 미만, 2등 은 기 치∼기

치*110%, 3등 은 기 치*110%∼기 치*125%, 4등 은 기 치*125%∼기 치*150%, 5등 은 

기 치*150% 과. 용존산소 등 은 다음과 같이 5등 으로 나 었다; 1등 은 5.0 mg L-1 

과, 2등 은 4.1∼5.0 mg L
-1

, 3등 은 3.1∼4.0 mg L
-1

, 4등 은 2.0∼3.0 mg L
-1

, 5등 은 2.0 

mg L
-1 

미만. 진해만과 양만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을 한 수질지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0 × [용존산소 등 ] + 5 × [엽록소 등 ] + 5 × [용존무기질소 등 ]. 수질지수에 따른 

수질등 은 5등 으로 나 었다. 1등 은 20∼25, 2등 은 26∼45, 3등 은 46∼65, 4등 은 66

∼95, 5등 은 95∼100으로 정하 다. 진해만과 양만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을 해 설정한 

수질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해양수질기 과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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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

-부유생물 지표와 기 치 설정방안 모색-

백승호, 최 우, 김동선,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본 연구는 연안역의 생태계를 하는 다양한 오염원의 압력에 반응하는 부유생물군에 

한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기 한 단계로서 각각의 지표와 기 치를 탐색하고자 하 다. 

조사는 남해특별 리해역의 리를 한 목 으로 진해만과 양만에서 춘계, 하계, 추계, 동계

에 수행하 다. 부유생물지표는 오염원에 1차 으로 반응하는 생물군  무기오염원에 반응하는 

지표로 식물 랑크톤의 존량/Chl.a 비, 유해 유독성 생물의 생물량(HABs)을, 유기오염원 반

응하는 지표로 종속 양 박테리아(HB), 장균(E. coli)을 각각 선정하 다. 각 지표에 한 기

치는 진해만과 양만에 얻은 2010년-2011년(2년)자료를 바탕으로 정규분포에 의한 Z-score

의 확률 분포범 로 각각 산출하 다. 총식물 랑크톤 개체수/Chl. a의 양만 기 치는 2.7 X 

105 cells mL-1로, 진해만은 4.5 X 105 cells mL-1로 나타났다. 유해유독종(HABs)의 기 치는 

양만에서  5.6 X 10
2

 cells mL
-1

로, 진해만은 1.3 X 10
5

 cells mL
-1

로 나타났다. 종속 양박테

리아(HB)의 기 치는 양만에서 1.5 X 10
6

 cells mL
-1

로, 진해만은 2.0 X 10
6

 cells mL
-1

로 나

타났다. 장균(E. coli) 기 치는 자료의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아,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한 목

표치자료를 차용하 다. 각 지표에 한 기 치를 바탕으로 지수화(5등 )한 후 4개 지표의 지

수를 체 통합하여 각 해역의 부유생물 건강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양만에서 2010년에

는 2-3등 으로 2 개의 지역으로, 즉, 1).산업시설이 집되고 반폐쇄성 해역, 2).상 으로 오

염도가 낮고 해수의 교환이 원활한 해역 등의 2개의 해역으로 구분되었고, 2011년에는 모든 해

역에서 3등 으로 나타났다. 진해만에서 2010년에는 3개의 해역, 즉, 1).마산만 내측의 정 의 

주거시설이 집되어 있는 반폐쇄성 해역은 4등 으로, 2).진해만 앙수역과 서북부해역에서 

3등 으로, 3). 통 의 원문만 주변과, 장목만 주변해역에서 2등 으로 구분되었다. 2011년에는 

2개의 해역으로 1).내만의 정 (마산, 행암, 진동, 고 , 원문만)의 반폐쇄성 해역은 3등 으로, 

2).진해만 앙의 부분의 정 에서는 2등 으로 각각 나타났다. 결과 으로 양만과 진해만

은 일부 정 을 제외한 부분 정 에서 2-3(좋음, 보통)등 으로 각각 나 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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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biomarker approaches to assess the effects of 

marine environmental contaminants on benthic fish 

Jee-Hyun Jung, Young Sun Chae, Ha Na Kim, Sang Hee Hong, 

Gi-Myung Han, Won Joon Shim

Oil & POPs Research Group, KORDI, Geoje, 656-834, Korea

In the study, to evaluate the exposure and effects from environmental pollutants, the 

following biomarkers was assessed. 1) Phase I and Phase II detoxification enzyme activity 

including the EROD (ethoxyresorufin O-deethylase), Pentoxyresorufin O-de-ethylase 

(PROD),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and Cyanoethoxycoumarin O-de-ethylase 

(CN-ECOD), 2) neuro-transmitter toxic response enzyme activity including the brain AChE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Biomarker indices were evaluated in two target fish species 

(Pleuronectes yokohamae and Hexagrammos otakii) from two study regions (sampling 

stations from I to IV: Jinhae Bay, sampling station from VI to VII: Gwangyang Bay). 

EROD and ECOD activ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at fish from Masan and Jindong bays 

than fish from Wonmun Bay in 2010. EROD, ECOD and GST activity were also high at 

fish from Masan bay and Jindong bay in 2011. This results clarify that 

hepato-detoxification enzymes were induced in fish from Masan Bay and Jindong Bay   

abnormally. Relatively high biomarker responses in these two bays well reflects the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of organic contaminants in fish muscle. Therefore, 

measurements of chemical-specific biomarker responses can contribute to construction of 

Marine Ecosystem Health Index (MEHI) by comparing sites and species for various 

aspects of ecosystem health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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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Marteilioides chungmuensis in wild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using a histology 

and nested PCR

강 실1, 이지연1, 홍 기1, 김 옥2, 최 식1

1
제주 학교 해양의생명과학부

2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Marteilioides chungmuensis, a protozoan parasite, infects the oocytes of cultured Pacific 

oysters Crassostrea gigas in Korea and Japan. Most studies of Marteilioides infection in 

Korea was mainly focused on cultured oysters using a conventional histology, whereas 

there was no attempt to examine the health assessment in wild population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ection of Marteilioides in wild oysters collected from 

Gwangyang Bay and Masan Bay on southern coast of Korea, 2009 using a histology and 

nested PCR. Histology revealed that oysters from three of 8 sites in Masan Bay and two 

of 7 sites in Gwangyang Bay were infected with Marteilioides and the prevalence of 

parasite in both bays ranged from 3.3-26.7% and 3.3-6.6%, respectively. All infected 

oysters were female and egg size of infected oyster also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of 

normal oysters (p<0.05). Furthermore, parasite infection of oysters from two bays using 

Marteilioides specific primer was confirmed. Female and male oysters in both bays were 

found to be infected with M. chungmuensis and prevalence was much higher 10-83.3% and 

16.6-86.6% than the histology. In particular, the prevalence of parasite in most of male 

oysters in both bays showed a high infection compared to females. Sequences of PCR 

product were 99.9-100% identical to the 18S rDNA of M. chungmuensis reported in Japan. 

This is the first report of M. chungmuensis in wild oysters from southern coast of Korea, 

and we concluded that southern coast of Korea is Marteilioides epizoot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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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sediment quality in Jinhae and 

Gwangyang bays 
  

심원 , 홍상희, 한기명, 하성용, 임운 , 임동일, 안 건, 김남숙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 남해특성연구부

Marine environment is the ultimate sink for land based anthropogenic pollutants. After the 

adsorption to the suspended particles, the contaminants sink and stay remained at the 

sediment for a long time. Benthic organisms will eventually uptake and bioaccumulate 

these contaminants, and then they are biomagnified through the food web. In order to 

assess the contamination status and identify the priority substances in two special 

management areas in the South coast of Korea such as Masan Bay and Gwangyang Bay, 

intensive surface sediment sampling was conducted and organic and inorganic contaminants 

were quantitatively determined. Additionally, sediment toxicity test was conducted with 

benthic amphipod as well.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ontaminants clearly revealed the fact 

that sewage treatment plant outfall and industrial waste output from the inner bay are 

major pollution sources. The overall trend in sediment contamination decreased except for 

PBDE, one of emerging contaminants, in Masan Bay. In order to assess the pollution 

status of this bay in an integrative way, sediment quality index (SQI) was derived from 

the chemical data. The SQI was calculated using two functions viz. ‘scope’ (the number of 

variables that do not meet guideline objective) and ‘amplitude’ (the magnitude by which 

variables exceed guideline objective) based on sediment quality guideline (SQG) values 

from Canada, USA and Australia/New Zealand. The overall SQI status in Masan Bay is 

‘fair’ or ‘good’ while one site in Masan Bay is 'marginal' and seven sites in Gohyun Bay 

are 'marginal' to 'poor'. Among the targeted chemicals, TBT and heavy metals were 

identified as the priority chemicals influencing the SQI values in Masan Bay. The SQI 

value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target variables (compounds) and their sediment 

quality guideline values. Sediment amphipod bioassay showed toxic effects near the STP 

outfall and inner most part of the bay, which matched well with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toxic chemicals. However, some samples with amphipod toxicity did not show 

high exceedance of SQG, implying co-contaminants, other than the target chemicals 

influence the motality. The overall SQI ranks in Gwangyang Bay is 'good' except for three 

sites in 'fair'. None of the samples showed toxicity in amphipod bio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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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과 진해만에서 형 서동물 군집특성을 이용한 

서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김동성, 오제 , 강태욱, 이희갑 

한국해양연구원 
1

해양생물자원연구부

   본 연구는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개발과 건강성 평가기술 정립을 목 으로 국내  국외에서 이용되

어지고 있는 형 서동물의 서생물 지표 탐색  검토를 실시하 다. 본 연구 조사는 2010～2011년 

계 별로 양만 19～20개 정 , 진해만 23개 정 에서 실시하 다. 채집장비는 Smith McIntyre grab 

과 van Veen grab을 이용하여 퇴 물 시료를 채집하 다. 환경변화에 내성이 높은 선충류 (Nematodes)

는 양만과 진해만의 모든 계 에서 정 에 상 없이 체 서식 도의 평균 80%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서식 도를 보 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서성 요각류 (Harpacticoids)는 다수의 양만 정 에서 비교  

높은 도로 출 한 반면 진해만에서는 계  변화에 상 없이  정 에서 낮은 서식 도를 보 다. 특

히 환경의 변화에 반응이 더욱 민감한 동문동물 (Kinorhynchs)의 경우 진해만에서는 부분의 정 에서 

출 하지 않은 반면 양만에서는 여러 정 에서 출 하 다. 형 서동물의 N/C ratio 와 N/K ratio를 

개량한 N∣C 지수, N∣K 지수와 형 서동물 군집 특성 (출 분류군수, 서식 도, 생체량)  각 환경

특성들에 하여 상 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퇴 물에서의 총유기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TOC (Total 

Organic Carbon) 값과 매우 유의한 상 성을 보 다. 

서론

   형 서동물 (meiobenthos)은 생활사 (life cycle)가 짧고 량으로 서식하여 도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다. 그리고 조사방법상 극히 은 양의 시료채취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하여 실험

장소의 인  훼손이 고, 환경변화에 민감한 동물군이 많아 인공 인 환경에 한 생태  

연구에 매울 효율 인 생물 그룹이다 (Hargrave & Thiel, 1983; Hicks and Coull, 1983; 

Warwick & Clarke, 1991; Coull & Chandler, 1992). 형 서동물 그룹 가운데 선충류 

(Nematodes)와 함께 가장 우 하는 분류군인 서성 요각류 (benthic Harpacticoids)는 빈산소 

환경에 매우 민감하여 환경의 악화, 특히 유기오염의 진행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서 indicator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밝 진 바 있다 (Warwick, 1988). 이에 비해 선

충류는 그룹 자체로써 환경의 변동에 내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 종들은 빈산소 환경을 보다 

더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 분류군은 해양의 어느 해역에서나 우 하고 있어 그 

개체수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들 선충류와 서성 요각류간의 서식특성을 이용

하여 만든 지수인 N/C 값 (Nematodes/Harpacticoid copepods ratio)을 이용하여 유용한 환경

지수로 사용하는데 이 지수는 환경오염이 진행된 해역에서 높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장소에서

는 낮게 나타난다 (Raffaelli & Mason, 1981; Warwick, 1981; Shiells & Anderson, 1985; Raffaelli, 

1987; Itaoka & Tamai, 1993; Kim et al., 1998a, 1998b). 이와 더불어 서성 요각류보다 더욱 환경의 변

화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동문동물 (Kinorhynchs)을 이용한 N/K 지수 값도 해양환경의 오염을 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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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효한 지수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 1998a). 물론 동문동물의 경

우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 이므로 그 유효성에 한 검토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값을 산출

할 수 있는 해역에서의 계속된 연구 결과 축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진해만과 양만에서 

형 서동물의 분포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형 서생태계 평가지수 용을 통한 정 지표 기 치를 설정

하여 실해역 용  검토를 실시하 다.

재료  방법

   본 연구 조사는 2010 ～ 2011년 계 별로 양만 19 ～ 20개 정 , 진해만 23개 정 에서  

실시하 다. 채집장비는 Smith McIntyre grab 과 van Veen grab (0.1m2)을 이용하여 퇴 물 

시료를 채집하 다. 채집된 퇴 물은 직경 3.6 cm 크기의 아크릴로 된 튜 를 사용하여 퇴

물 시료를 채취한 후, 표층으로부터 깊이 5 cm까지를 각각 1 cm씩 (0～1 cm, 1～2 cm, 2～3 

cm, 3～4 cm, 4～5 cm)자른 다음 로즈 벵갈 (rose bengal)을 혼합한 5% 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 다. 장에서 채집한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각 크기의 체 (1 mm, 500 ㎛, 250 ㎛, 

125 ㎛, 63 ㎛, 37 ㎛)로 크기별로 걸러내어 학 미경 하에서 분류  계수를 하 다 

(Higgins & Thiel, 1988). 조사 지역 주변 해역의 서생태환경 악을 해 수질측정 장비인 

CTD (SBE 19-01)를 이용하여 수심 (Depth, m), 층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mg/l), 

층수온 (Bottom water temperature, ℃), 층염분 (Bottom water salinity, psu) 등을 측정하

다. 한 장에서 표층 1 cm 깊이의 퇴 물 온도 (Sediment temperature; SATO PC-9200)

를 측정하 다. 일부 퇴 물 시료는 실험실에서 입도분석과 유기물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한 

자료는 평가지수 검토를 하여 출 분류군수, 서식 도, 생체량 값과 N/C ratio, N/K ratio, 

환경특성 (Temp, Salinity, pH, DO, TOC)값을 이용한 상 성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고찰

  1. 형 서동물의 계 별 서식 도 분석

  

    가. 양만

  
Figure 1. Meiobenthic abundance of each station and period in Gwangyang bay.

       

2010년 양만의 형 서동물 평균 서식 도는 겨울에 가장 낮은 평균 104.2 개체/10㎠를 보

고, 에 가장 높은 평균 490.8 개체/10㎠를 보 다. 2011년 양만의 형 서동물 평균 서식 도는  겨



울에 가장 높은 평균 943.0 개체/10㎠를 보 고, 가을에 가장 낮은 평균 276.0 개체/10㎠를 보여 2010년

과 2011년의 형 서동물의 계 별 서식 도가 차이를 보 다. 양만의 형 서동물 평균 서식 도는 

진해만과 비교하여 체 으로 높은 서식 도를 보 으며, 다양한 형 서동물 그룹이 출 하 고 환경 

오염에 서성 요각류보다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문동물이 출 하여 양만이 형 서동물이 서

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나타났다 (Fig 1).

  나. 진해만 

       

  
Figure 2. Meiobenthic abundance of each station and period in Jinhae bay.

    

   2010년 진해만의 형 서동물 평균 서식 도는 겨울에 가장 낮은 평균 44.9 개체/10㎠를 보

고, 가을에 가장 높은 평균 467.5 개체/10㎠를 보 다. 2011년 진해만의 형 서동물 평균 서식 도는 

겨울에 가장 높은 평균 585.0 개체/10㎠를 보 고, 여름에 가장 낮은 평균 172.0 개체/10㎠를 보 다. 

2010년과 2011년의 형 서동물의 서식 도는 각 계 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진해만의 형 서동물 

군집특성은 양만과 비교하여 서성 요각류가 출 하지 않은 정 이 있고 서성 요각류보다 환경 오

염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문동물이 부분의 정 에서 출 하지 않았다 (Fig 2).  

2. 형 서동물의 지표 분석  상 계 분석

Table 1. Spearman rank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variables and bio-indices. 

TOC (N+1)/(N+5C+1) (N+1)/(N+5K+1)

No of Taxa -.720
**

-.594
**

-.757
**

Biomass -.511
**

-.356
**

-.530
**

Total Abundance -.479
**

-.325
**

-.409
**

Bottom DO 0.133 -0.046 -0.018

Bottom pH 0.049 -.173
*

-0.091

Bottom Salinity -0.042 -0.088 -0.082

Bottom Temp -0.111 0.009 0.119

TOC .566
**

.529
**

(N+1)/(N+5C+1) .436
**

(N+1)/(N+5K+1)



   형 서동물의 생물지수와 환경변수간의 상 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 서동물의 군집

특성인 서식 도, 생체량, 출  분류군수는 퇴 물에서의 총유기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TOC 

(Total Organic Carbon) 값과 매우 유의한 음의 상 성을 보 다. 이처럼 형 서동물의 군집

특성이 TOC와 음의 상 계를 보인 것은  계 에 걸쳐 높은 서식 도를 나타낸 선충류의 

생태  특성과 련이 깊다. 선충류는 그룹 자체로써 환경의 변동에 내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

부 종들은 빈 산소 환경을 선호하는 특성을 갖다. 이러한 생태  특징으로 인하여 퇴 물내 

TOC의 농도가 높을수록 형 서동물 그룹 에서 선충류만 우 하는 경향을 보 다. 그 결과 

형 서동물의 군집특성 (서식 도, 생체량, 출  분류군수)과 음의 상 계를 보인 것으로 여

겨진다. 형 서동물의 N/C, N/K 지수는 TOC와 유의한 양의 상 성을 보 다 (Table 1). 

Table 2. Distribution table of N/C and N/K ratio in Jinhae and Gwangyang bay. 

 

Station N/C Ratio Station N/K Ratio

8 0.9 3 1.0

1 0.9 1 1.0

20 0.9 8 1.0

19 0.9 6 1.0

7 0.8 10 1.0

6 0.8 9 1.0

18 0.8 4 1.0

15 0.8 5 1.0

3 0.8 2 1.0

16 0.7 11 1.0

4 0.7 16 0.9

9 0.7 15 0.9

17 0.7 19 0.9

12 0.6 12 0.9

14 0.6 18 0.9

2 0.6 17 0.9

5 0.6 20 0.9

10 0.5 14 0.9

13 0.5 7 0.9

11 0.4 13 5% 0.8

광양만

20%

25%

20%

20%

15%

50%

45%

Station N/C Ratio Station N/K Ratio

15 1.0 1 1.0

3 1.0 3 1.0

12 1.0 5 1.0

4 1.0 6 1.0

13 0.9 11 1.0

21 0.9 12 1.0

1 0.9 13 1.0

2 0.9 14 1.0

14 0.9 16 1.0

19 0.9 17 1.0

16 0.9 18 1.0

7 0.9 19 1.0

10 0.9 20 1.0

17 0.9 21 1.0

18 0.9 22 1.0

22 0.9 15 1.0

5 0.9 10 1.0

11 0.8 23 1.0

6 0.8 7 1.0

20 0.8 4 1.0

23 0.7 2 0.9

9 0.6 9 0.9

8 0.5 8 0.9

진해만

17%

57%

13%

13% 13%

87%

 

   형 서동물 지표 기 치 설정을 하여 먼  양만과 진해만에서 도출된 N/C, N/K 지

수값의 분포를 분석하 다. 양만의 N/C 지수는 진해만보다 비교  다양한 분포 양상을 보

다. 양만의 N/K 지수는 부분의 정 에서 동문동물이 출 하여 진해만 보다 비교  다양한 

분포 양상을 보 다. 양만과 진해만의 N/C, N/K 지수의 분포가 차이를 보인 것은 서성 요

각류와 동문동물의 생태  특성과 련이 깊다. 서성 요각류는 빈산소 환경에 매우 민감하

고, 환경의 악화, 특히 유기오염의 진행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진해만의 

경우 양만보다 서성 요각류의 출 이 게 나타났다. 서성 요각류보다 환경오염에 민감

한 동문동물 한 진해만의 경우 부분 정 에서 출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보면 양만

이 상 으로 형 서동물이 서식하기에 진해만보다 좋은 조건임을 보여 다. 양만 N/C 

지수는 정규분포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진해만 N/K 지수는 경우 분포가 한쪽으

로 많이 편향되어 나타났다. 이는 오염이 많이 진행된 진해만과 양만 해역의 경우 N/K 지수

의 기 치와 등 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다. 향후 다른 환경요인들과 형

서동물 지수 값과 계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 로 가 치를 부여하여 추가 인 기 치

를 설정한 후에 등  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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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태계 건강성 평가기법의 성능비교

              

류종성1, 김종성2, 고철환3

1안양 학교 문리과학 학 해양생명공학과
2고려 학교 생명과학 학 환경생태공학부 

3서울 학교 자연과학 학 지구환경과학부 명 교수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것은 해양생태학 분야의 오랜 숙제이자 생태계

기반 리의 핵심 인 도구이다. 서인덱스는 퇴 물 건강성을 나타내는데 정확하

고 민감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인덱스, 메트릭들이 개발되어 있는 

실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은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인덱스의 

정성을 비교평가하는데 심 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 으로 가장 리 

쓰이는 다섯가지 서인덱스(AMBI, BQI, EQR, H’, M-AMBI)의 성능을 평가하

고자 하 다. 우리나라 6개 만(경기만, 산강하구, 양만, 마산만, 진해만, 울산

만)에서 얻은 총 365 정 의 서군집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평가를 수행하 다. 비

교평가를 해 비모수통계검정법(Wilconxon paired sample test, Kendall’s rank 

correlation test)을 이용하 다. 한 생태등 의 순 와 환경조건의 순 의 상

계를 평가하기 해 비모수 Kruskal-Wallis test을 이용하 다. 비교결과 서

인덱스들의 정결과가 지역에 따라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르

게 나타났다. 다른 네가지 인덱스와 가장 유사한 정결과를 보인 EQR이 우리나

라에서 가장 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신 자: 류종성(jsryu@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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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태계 건강도 평가에 이용 가능한 서생물

지수: AMBI (AZTI Marine Biotic Index)를 심으로

유옥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최근 들어 오염물질 자체보다는 해양생물을 이용한 평가 지수를 이용하여 해양생태계의 

건강도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해양생물을 이용한 건강도 평가 지수는 오

염원에 한 해양생물의 특성을 악하여, 간편화된 개량된 수식으로 표 하여 일반인들도 

오염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 해양생물 가운데 형 서동물은 어류나 랑크톤에 비해 

이동능력이 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일시 인 환경변화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조사 시기의 

향을 크게 받지 않아, 연안환경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형 서동물을 이

용한 건강도 평가지수는 연안역의 해양환경  출 하는 종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유럽의 각 국가는 AMBI (AZTI Marine Biotic Index), M-AMBI 

(Multivariate-AMBI), BCI (Benthic Condition Index), BENTIX 등의 평가 지수를 자국의 

환경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특히 AMBI 지수를 변형한 평가 지수가 다양하

게 개발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서생태계 건강도 평가 련 논문 가운데, AMBI 지

수를 이용한 논문이 체 논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AMBI 지수를 이용한 서생태계 건강도 평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

수를 이용한 평가 방법은 다양한 장 (편리성, 호환성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각 생물에 한 정확한 생태학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평가의 오

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이용 가능한 여러 가

지 서생태계 건강도 평가 지수 가운데, AMBI 지수의 장/단 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안 

서생태계에 용하여, 이 지수를 이용하여 서생태계의 건강도 평가를 실시 할 때 고려해

야 할 사항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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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생태 지수 활용의 황과 개선

유재원, 이창근, 김창수, 정수 , 홍재상1)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1)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서식처의 보존에 있어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의 활용은 매우 요하다. 구미의 수중 서식

처 평가에서 많은 수의 저서동물군집 지수가 개발되었고, 국내 보고서와 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지수가 활용되었다. 아시아 해역은 종 조성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최근 AMBI 지수 계산 시 종 그룹의 수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럽에서도 회의적인 진단 결과가 수 차례 보고되었고 국내 해역에서도 동일

한 문제가 관찰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개발자에 의해 오평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언급된 교

란요인의 평가에도 활용되었다. 지수의 오평가는 생태계 평가의 역할과 자원 관리 정책의 활용

을 위축시키거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지수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타 지역의 생태학적 특성을 기초로 개

발된 지수에 대한 검증을 통해, 현장 적용 전에 적합/변경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서생물군집의 건강도 평가-지표종 선별  기 치 설정

              

최진우, 서진 , 박소 ,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

   남해안의 오염집 리가 필요한 특별 리해역인 진해만과 양만의 서생태계 건강성 평

가를 해서 상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형 서동물군집을 이용한 건강도 평가 지수를 개

발하고자 하 다. 첫 번째 단계로 환경교란에 반응하는 서동물의 기능군 분류와 각 기능군에 

포함될 지표종 선별이 요구된다. 다음 단계로는 각 지수별 건강한 군집의 기 치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해서 남해안 수산보호해역인 득량만을 상으로 2011년 9월과 2012년 2월에 

형 서동물군집을 채집하여 서생물지수를 용하 다. 세 번째 단계는 상해역의 리를 

해서 평가지수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  것인가 이며, 여기에는 기 치를 기 으로 등 간격

구분이나 이론과 경험에 의한 구분 등의 방법을 용하여 합리 인 상태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서생물지수는 BPI (benthic pollution index)와 AMBI (Azti's 

marine biotic index), BIBI (benthic index of biotic integrity) 등이었다.

   기 치 설정을 해 득량만 서동물군집에 한 조사를 수행하여 BPI를 구한 결과 2011년 

9월의 자료에서는 평균 63.4±16.3으로, 2012년 2월의 자료에서는 평균 66.0±6.6으로 나타났다. 

AMBI는 2011년 9월에는 2.2±0.7, 2012년 2월에는 1.1±0.3 다. 이 값을 기 으로 평균값 이상

을 정상 인 군집으로 간주하 고, 평균값 이하는 등간격으로 나 어 약간에서 심하게 오염된 

상태 등으로 4 등 으로 분류하 다. BIBI는 득량만의 서생물군집 자료를 사용하여 6개 항

목 (출 종수, 서식 도, 다양도지수, 민감종 (%), 오염지시종 (%), 육식자(%)의 비율)에 한 

수를 산출하 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수의 평균값이 3.0 이상이면 서생물군집의 건강상

태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 다. 

   산출된 기 치와 등 을 진해만에 용한 결과 BPI로 평가하 을 때 간정도에서 심하게 

오염된 상태를 보 고, AMBI는 모든 계 에 간정도 오염된 상태, BIBI는 약간에서 심하게 

오염된 상태를 보 다. 진해만에 용된 세 건강도 지수와 TOC와는 유의한 상 성을 보 고, 

8월에 특히 높았다. 양만은 BPI로 건강도를 평가하 을 때, 약간에서 간정도 오염된 상태

를 보 고, AMBI는 모든 계 에 약간 오염된 상태, BIBI는 건강한 상태에서 약간 오염된 상

태를 보 다. 양만에서는 세 지수와 TOC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의 상 성을 보이

지 않아 유기물에 의한 서환경 교란 보다는 다른 요인 ( 속 농도나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단되어진다.   

   잠정 인 정보를 사용하여 BPI와 AMBI를 진해만과 양만에 용한 결과는 장의 환경

교란 정도를 체로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서생물지수 개발과 

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서동물을 각 기능군에 어떻게 합리 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국내에서 출 하는 형 서동물의 생태정보가 요구되었으며, 향후 이에 

한 지속 인 DB 구축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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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종합지수 개발을 한 지표의 정규화 기법 

비교

최 우, 윤동 ,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정보사업단)

해양생태계종합지수 개발을 한 이론  임워크는 수질지수, 부유생물지수, 서생물지

수, 퇴 물지수로 분류하고 각 지수를 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 다. 서생물지수는 

서오염지수  BPI(benthic pollution index)를, 퇴 물지수는 캐나다 퇴 물권고 기   ISQG

를 사용한 SQIs(sediment quality index)를 선정하 다. 수질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DO, 

Chl.a DIN으로, 부유생물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HABs, phytoplankton, HB, E.coli로 선정하

다. 수질과 부유생물지수를 만들기 해서는 각 그룹의 지표에 한 기 치를 정의하여야 한

다. 이를 해 표 화(Z-score)법, 최소-최 (Min-Max)법, 백분 (percentile)법, 기 치로부터

의 거리(distance to reference value) 등의 다양한 정규화 기법을 용하고 비교하 다. 이러한 

정규화 기법은 진해만에서 2년(2010년, 2011년)간 계  측을 수행한(KORDI) 수질과 부유생

물 자료를 이용하 다. 아울러, 4가지 각 지수의 가 치를 임의로 부여하여 통합함으로써 가

치에 따른 진해만의 해양생태계종합지수 상태를 GIS를 이용하여 가시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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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metal pollution and eutrophication in 

heavily industrialized Jinhae-Masan Bay, Korea 
  

임  동  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 남해특성연구부

This study analyzes toxic metals (e.g., Hg, Cu, Cd, Zn, Pb), total organic carbon and 

nitrogen, 
210

Pb isotopes, and carbon and nitrogen stable isotopes in archived core sediment 

collected from four sampling stations in the inner to outer bay. Historical variation in 

anthropogenic influences is addressed by considering sources of organic matter, the 

chemical state of sedimentary heavy metals, and trace metal background values. The 

ecological risk associated with recent metal contamination is evaluated. The history of trace 

metal and organic matter accumulation was investigated in sediment from four short cores 

collected from a semi-enclosed bay of the southern, industrialized coast of Korea. Values of 

Corg, Ntot, and CaCO3 contents, δ13
C and δ15

N signatures, concentrations of toxic trace 

metals (Cd, Co, Cu, Ni, Pb, Sn, Zn, Hg), and 
210

Pb dating were used to identify temporal 

variations in pollutant flux to the bay. These high-resolution sedimentary records, 

especially for the inner and middle parts of the bay, show that the bay became eutrophic 

and polluted because of enhanced industrial activity along the coast of Jinhae-Masan Bay 

since the late 1930s. A large increase in the organic content of bay sediment was probably 

caused by increased delivery of terrestrial nutrients (i.e.,dissolved nitrogen and 

phosphorous) to the bay by streams, which led to an increase in primary productivity in 

the semi-enclosed, eutrophic system. Most of the metals in the study area’s sediment were 

probably provided by wastewater and may be present largely in an exchangeable 

adsorption fraction. Anthropogenic Hg liberated by coal burning began to accumulate in 

bay sediment around 1900. Subsequently, sedimentary record of metal pollution and 

eutrohpication history is well correlated with the increase in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population) and energy consumption. The ecological risk posed by heavy metals in 

sediment of the inner and middle parts of the bay ranges from moderate to severe and is 

dominated by the ecological effects of Cd and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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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ontogenetic vertical migration on 

transport processes of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larvae in the East China Sea using a 

coupled behavioral-physical model

Jung Jin Kim1, William T. Stockhousen2, Yang-Ki Cho3, Gwang Ho Seo3 and 

Suam Kim1

1Deparment of Marine Biology, Pukyong National Univ., 599-1 Daeyeon 

3-dong, Nam-gu, Busan, 608-737, Korea
2NOAA Fisheries, Alaska Fisheries Science Center, Seattle, WA, 98115, USA

3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gu, Seoul, 151-742, Korea

 
Ontogenetic vertical migration (OVM) of squid larvae indicates an increase in an 

individual’s mean depth as it develops.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influence of OVM on 

transport processes in the early life stages of the Japanese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by simulating the trajectories of fixed-depth and vertically migrating individuals. 

Daily velocity fields from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oceanographic model 

were applied to a Lagrangian particle-tracking model to simulate the transport of eggs and 

larvae of T. pacificus. We developd a very simple individual-based model (IBM) that 

incorporated the ability of squid larvae to migrate vertically to a preferred depth range. It 

was applied to particle tracking module of ROMS to incorporate vertical movement based 

on their ontogenetic changes at preferred depth range. We set the durations of egg, 

hatchling and larval stages, and simulated individuals are tracked in 3-dimensional space 

through time from the spawning grounds, undergoing dispersal due to advection and 

diffusion. We also examined the influence of vertical swimming speed on their transport by 

simulating the vertical movement with various swimming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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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cosystem-based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in K orean w aters

Youjung Kwon and ChangIk Zh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Republic of Korea.   

There has been increasing degradation to marine ecosystems resulting from overfishing, 

coastal development, bycatch, habitat destruction and other human activities. The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has focused on the sustainability, however, it should consider 

biodiversity, habitat, and socio-economy to manage the effective fisheries resources. The 

current Korean fisheries management system has focused on the traditional strategies in 

which the sustainability of single species is managed. The Korean TAC-based management 

system has five-tier assessment levels based on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o manage. 

The ecosystem-based fisheries assessment (EBFA) system ha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iers according to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o assess fisheries resources. 

There are some species, whose assessment needs to be carried out by a quantitative 

analysis, such as key species of TAC, target species of marine ranches, and main species 

of stock-rebuilding program in Korea. However, some species need to be assessed by a 

qualitative analysis, which are minor species of TAC, minor species of marine ranches, 

target species of stock-rebuilding program, and main species of self-management units. 

Management strategies/tactics evaluations are conducted to revise management tools and 

methods by a feed-back mechanism i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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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rtical distribution of phytoplank ton composition and 

biomass in tw o different latitudes in the Y ellow  Sea,  

K orea

 

Oh Youn Kwon
1,2

, Woong-Seo Kim
3

, Jung-Hoon Kang
2

, Jin Hwan Lee
1

1
Green Life Science department, SangMyung University

2
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3

Office of the Senior Vice President,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We investigated phytoplankton biomass and composition to understand latitudinal 

differences of size-fractionated phytoplankton structure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10, 

April and August 2011. The surveyed stations were selected along lines from coastal to 

off-shore waters (124.5 and 125.5°E) located at two latitudes (34.5 and 36°N). Based on the 

thermocline depth in summer 2010, two depth strata (0-20m, 20-80m) were considered for 

analysis of latitudinal differences of phytoplankton composition and biomass. Water 

temperature in the surface waters differed before and after formation of bottom cold 

waters, whereas cold waters (<10℃) in the bottom layer existed consistently. Total chl-a 

concentration of surface waters, representing the standing crop of phytoplankton, was 

higher in spring (Ave. 2.20 μgL-1) than in summer (Ave. 1.06 μgL-1) at both latitudes. 

Micro-sized (>20μm) phytoplankton dominated at the north and south latitudes in spring. 

Small centric diatoms were abundant at the north latitude, while nanoflagellates 

predominated at the south latitude in summer. In the bottom waters, total chl-a 

concentration was higher in summer (Ave. 1.12 μgL
-1

) than in spring (Ave. 0.67 μgL
-1

). 

Nanoflagellates dominated the total chl-a concentration of bottom cold waters at both 

latitudes in summer, whereas Paralia sulcata and Skeletonema costatum dominated the 

entire phytoplankton community at both latitudes in spring. Heteronanoflagellates (HNF), 

small centric diatom (Thalassiosira proschkinae and Th. oceania) and nanoflagellates 

(Heterocapsa triquetra) dominated at both latitudes in summer. Also, the HNF and 

nanoflagellates showed higher southern than northern stations. Consequently, nano-sized 

phytoplankton (nanoflagellates) occurred abundantly in the two sampled depths of all 

stations in summer, while micro-sized phytoplankton dominated through both depthsat both 

latitudes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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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bility in sink ing particle 

flux es in the 1 0 ° N  thermocline ridge area of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 acific

Hyung Jeek Kim1, Kiseong Hyeong1, Chan Min Yoo1, Dongseon Kim2, 

Boo-Keun Khim3

1Deep-sea & Marine Geo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KORDI
2Climate Changes & Coastal Disaster Research Department, KORDI

3Department of Ocean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influence of ENSO(El Niño Southern Oscillation) variability on sinking particle fluxes 

was evaluated from time-series sediment trap experiments carried out for 8 years at a 

station(10°30´N, 131°20´W) located in the 10°N thermocline ridge(9°-13°N, 105°-140°W) of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Six El Niño/La Niña events were observed over the 

monitoring period. During the normal periods, sinking particle fluxes had distinct seasonal 

fluctuations, with high fluxes in winter-spring and low values in summer-fall. This 

seasonal variability was caused by seasonal shifts in the location of 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ITCZ). A weak(2004/05) and moderate(2006/07) El Niño events were 

accompanied by a significant reduction of sinking particle fluxes. In contrast, La 

Niña(2007/08)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sinking particle fluxes to a level of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during the normal period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the equatorial Pacific. However, the strong El Niño 

events(1997/98 and 2009/10) caused three-fold increase of sinking particle fluxes compared 

to the average particle flux during the normal period, which is completely opposite to the 

general trend observed in the equatorial Pacific.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ettling 

material quite differences between two strong El Niño events; the 1997/98 El Niño event 

had the most increases in organic carbon and biogenic silica fluxes, while the 2009/10 El 

Niño was accompanied by a significant increases of CaCO3 flux(i.e., planktonic foraminifera 

flux). A marked differences in sinking particle composition in response of the marine 

ecosystem during the two strong El Niño are attributed to the change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s generated by two different types of El Niño: the 1997/98 

cold-tongue(CT)-type El Niño and the 2009/10 warm-pool(WP)-type El Ni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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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elevated carbon diox ide in seaw ater on the 

early life history of olive flounder,  P aral ich t h ys 

ol ivaceus

Kyung Su Kim, Jeong Hee Shim, Su Am Kim 

Department of Marine Bi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Republic of Korea. 

Due to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CO2 in the atmosphere, the ocean is becoming 

acidified.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how fishes respond to the reduced pH condition. 

We reared newly hatched larvae of the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n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O2 (570, 980 and 1300 ppm atmospheric CO2) for up to 28-days 

to examine the acidification impacts on early life stages of fish.  After 4 weeks, all fish 

larvae were sampled and body lengths were measured for growth comparison. The whole 

bodies of fish larvae were vacuum freeze dried, and the concentration of calcium and some 

trace elements were measured using ICP-AES.  Results indicated that body length of 

flounder larva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P<0.05).  Calcium and trace elements also showed increasing tendencies with increasing 

CO2 in seawater, although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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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role of salt marsh plants as a net sink  or source 

carbon diox ide in South w estern G ulf of M ex ico

Sang Rul Park

Faculty of Marine Biomedical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Leaf gas exchange measurements of main emergent salt marsh plant species in the Nueces 

River Delta were investigated seasonally using a LI-6400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 

(LI-COR, Lincoln, NE, USA) with a conifer chamber to evaluate the role of salt marsh 

plants as a net sink or source carbon dioxide in the Southwestern Gulf of Mexico. 

Moreover, soil respiration was measured seasonally with a LI-6400 and a soil CO2 flux 

chamber. Leaf gas exchange measurements (net photosynthesis, stomatal conductance, 

transpiration and dark respiration) of all three species exhibited distinct seasonal variations. 

Maximum stomatal conductance and transpiration observed during the summer indicated 

that plants were exposed to high apparent heat and water stress. Intrinsic water use 

efficiency (net photosynthesis:stomatal conductance ratio) in all three species was highest 

during fall as evidenced by low stomatal conductance and high net photosynthesis. The 

highest values of the net photosynthesis:respiration ratio observed during fall were due to 

the reduction of dark respir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fall season plays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annual productivity in this area. Soil respiration showed distinct seasonal 

variation, increasing during spring and summer, decreasing during fall and winter. These 

results will provide in valuable information on the role of emergent marsh vegetation as a 

sink or source of carbon under varying temperature and moisture conditions that result 

from changes in regional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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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ophic structure of the rock y shore ecosystem in 

O tsuchi B ay,  J apan:  implication of benthic-pelagic 

coupling

Nam-Il Won1, Hideki Takami2, Yutaka Kurita2, Daisuke Muraoka2,and 

Tomohiko Kawamura3

1Institute of Environment and Ecology, Korea University
2Tohoku National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Fisheries Research Agency

3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Coastal regions are among the most productive ecosystems in the worl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ncreasing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have been reported as 

important parameters to shape coastal ecosystem structures and functioning. 

Benthic-pelagic coupling, which refers to the linkages between benthic and pelagic 

environments, plays a major role in determining the production and biological structure of 

these aquatic systems. In this study, we report trophic linkages between benthic 

community and coastal fish assemblgaes in macroalgal forest on rocky shore at Otsuchi 

Bay, Japan, which was hit by 2011 Japan Tsunami after our 2007-2008 research. Benthic  

organisms were collected by SCUBA and fish were sampled by net. Stable isotope ratios 

were analyzed in benthic invertebrates, fish, benthic diatoms, and POM. Gut contents in 

fish and caprellid amphipod were also analyzed. Benthic diatoms were exclusively 

abundant in gut contents of caprellid amphipod abundant on a seaweed Sargassum 

yezoense. Most of fish species appeared to feed caprellid amphipod from their gut content 

analysis. Stable isotope analysis also suggested trophic linkage from benthic diatom via 

caprellid amphipod to coastal resident fish with different trophic contribution to each fish 

species. These results highlight that benthic primary production could be important 

energy source to pelagic biological components in coastal ecosystem by benthic-pelagic 

trophic pathways. The present study indicates that environmental effects on 

benthic-pelagic coupling need to be more studied to better understand coastal ecosystem 

in a changing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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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A nalysis of H igh School Students' and Scuba 

D ivers' A w areness on the O cean Environment and the 

P lans to Enhance the P ublic A w areness

Ji-Yeon Shin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232 Wangsan-ri, Mohyun-myun, Cheoin-gu, Yongin-si, Gyunggi-do, Korea

Climate change has been an issue for more than a decade. The popul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environment activities to respond to the global warming 

increases, however, few students pay attention on what is happening on the oceans as a 

result from the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I conduct a survey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knowledge on the ocean environment issue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their using behavior of various types of social network services. Similar survey is 

done to scuba divers to see how the specific marine sport affects the awareness as well as 

the future will to participate in the ocean environment program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ly low awareness on the ocean environment issues in high school 

students' group. The divers' group has higher awareness and knowledge than the 

students' group but still few people know about the barren ground or whitening events. 

Based upon the survey, I suggest a series of feasible programs and actions that high 

school students can do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ocean environment. An online 

collaborative project using several social media platforms will enable them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to combat the ocean environm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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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압 모형에 의한 한반도주변 역해양 보 략 

(Strategy for Barotropic Ocean Forecast for Korean 

Waters)

              

최병호

성균 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한반도 주변 역해양에서의 조석과 해일을 보하는 과업은 업해양학 인 측면에서 요

하다. 천안함 사고 시에도 이러한 실시간 인 보를 수행하여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를 제공하 지만 주로 수치 기 보자료가 시기 으로 합하게 일  제공되지 못했다. 재

에는 한국기상청 는 일본기상청에서의 72시간 보가 비교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실

시간  역 보가 장 활용을 하여 충분하게 사 에 작성이 되어 제공될 수 있는 단계로 

어 들어가고 있다. 미국 해군의 업해양학은 순압  황동해의 보에 있어서는 유한자본형 

모형에 기반한 PC-Tide에 이어 유한요소형 모형인 ADCIRC기반의 72시간 보(72시간 지역 

기수치모형 COAMPS의 기상장을 입력)가 200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 기동

에서는 함상에서 On-Scene version(함상의 컴퓨터 활용)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업

수로학 인 측면에서는 수로 측선(GPS안테나와 수심 측센서와의 거리가 정의되는 측활동

으로 다 빔스캔소나, 정 수심 측장비 등이 운용)에서 실시간 인 역해양 보DB에 근

하여 매 측 에서의 미리 설정된 기 면상 계( 거타원체, 해상지오이드, 지역  평균해

면, 공간 인 각종 조석기 면-최고극조 , 약최고고조 , 약최 조 , 최 극 조  등)가 

용되어 일 성 있는 수심자료(새로운 수직기 체계의 부합되는 거타원체상의 표고와 해

면 즉, 일 인 지구형상)가 창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임의 에서의 임의 시각에서의 정확

한 수 (기상 향이 포함된 수 ) 측이 필수 인 사항이다. 본 발표에서는 기본 인 하드웨

어의 체계구성, 수립된 수치모형의 효율성 그리고 추후의 개선 에 해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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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형을 한 역 수심-표고와 해안선자료정비

(Refinement of Bathymetric/Topographic and 

Coastline Data for Ocean Foreca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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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모델링은 수역, 토해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체계의 역의 

해양 역을 다루어야 하는데 황동 국해는 하나의 육붕해체계 그리고 육붕해와 외역해양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해서는 확 된 동 국해의 해양 역 그리고 동해의 완 한 분지 해양체

계 등이 하나의 체계로 다루어져야하며 근년에는 이러한 육붕해, 연해는 더 큰 지구 해양의 

일부로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모델링에 있어서는 역의 수심이 고해상도로 제공되어야하

며 육지-해안해양 상호작용을 해서는 연안역수심과 표고가 일 성있는 기 면으로 통합되

어야 한다. 해안선자료 역시 일제강 시 수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삼각망의 구성, 수

측량망의 구성(연 을 보면 부분 인 망 구성 연 만이 추론됨)에 근간하여 지역 인 도근측

량 작성시의 평균해면기 해안선으로 추론되는데 재의 약최고고조 에 입각한 해안선과는 

자연해안, 특히, 조석이 향이 큰 해안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국 인 지 산화사업

에 있어서 여 히 불씨를 안고 있다. 해양모델링에 있어서도 역해양의 보 못지않게 연안

하구역의 자세한 유동해석이 활용되고 있는데 새로운 수직기 설정에 있어서도 미국 

VDATUM 로젝트는 상세한 해양수치모형을 활용한다. 따라서 일 성 있는 측활동에 의

한 해안선이 재정의 되어야 하는데 2001년부터 수행된 해안선 조사사업의 성과가 과연, 이러

한 목 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정확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단계에 있다. 한반도주 의 1 수

심(SKKU1sec)의 WGS84 치체계로의 변환작업과 공백역보간, Google Earth에 의한 역해

안선수정(황하하구역, 동강 남포방조제구역, 새만 개발역)이 보고되고 가능한 

K-GMT(Generic Mapping Toolkit) 구성의 핵심요소인 계층형 binary NetCDF 해안선 일작

성을 한 작업과정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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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주변 역해양의 신속조석해일 보

(Rapid Waterlevel/Tide Forecast/Predictions for 

Korean Waters) 

              

김경옥1, 조완희2, 방인권3, 최병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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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 학교 산학 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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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해양에서의 임의 에서의 종 인 조석 보와 더불어 기상효과가 반 이 되는 순압

보 역시 조석 보라고 의 으로 일컫는다. 황해, 동 국해에의 자연 인 개방경계는 육붕

단이 되겠으며 이 개방단에서의 장기 인 조 측자료들이 있으면 바람직 하지만 불행하게

도 이러한 측은 실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안으로써 구해양조석모형의 결과로 개방경계 

조석을 보하여 장기산정을 수행한 후 각 격자  는 노드에서 조화분석을 수행하여 조석

보상수를 도출시킬 수 있다. 이 게 일차 으로 작성된 조석 보상수를 기반으로하고 국

국가해양센터(NOC)의 DLL(Dynamic Linkage Library)를 이용한 임의정 의 조 , 조류 보 

체계가 시험 으로 작성되어 제한 인 장테스트(Op-test) 에 있다. 

 이와 더불어 72시간 기기상 보의 해수면 바람장을 입력하고 한 실시간 조석을 개방경

계에 입력하여 역의 수 , 유속 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시간  조석해일 보체계를 구성 

하 다. 모형의 골격은 복잡한 해안선을 수용할 수 있는 유한요소형 격자체계를 이용한 모델

로써 기의 CFL의 제약조건(  : 병렬형 ADCIRC 모형)에서 자유스러운 반음해법 방법(  : 

SELFE 모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ADCIRC 모형보다 100배 이상의 경제성을 갖는 모형으

로써의 개선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단계의 주요 분조의 조석도산정, 장기 

실시간  산정(KMA기상장, JMA기상장입력)과 측조 (Hawaii Sealevel Center)와의 비교

작업, 장기조류 측자료에 의한 검증등의 작업결과가 소개되고 확 인 남 국해에서의 용

결과도 소개되고 한 토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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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 수직기 체계와 순압 보기반 새로운 

수로측량체계구성

(IHO World Height System and Barotropic Forecast 

based Hydrographic Obser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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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수평  치는 지심좌표계인 WGS84의 용이 보편화된 반면 수직 인 기 에 해

서는 육상표고와 해 수심의 기 이 서로 다른 기 면을 사용하고 한 각 나라마다 다른 일

이지 못한 체계를 용하여 왔다. 원래의 높이의 개념에서는 등 력면인 지오이드를 채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 으로 아직 정 한 지오이드의 채택이 어렵다. 따라서, 수직기

체계로서는 거타원체를 기 면으로 하여 표고와 해 수심을 정의하는 방법이 국제 인 

수직기 으로 채택하는 것이 결의되었다. 이를 실화하기 해서는 조석에 의한 향을 받는 

육붕해의 경우는 기 검조소의 평균해면, 지역 인 국지평균해면(장기 측 는 성고도계자

료), 각종 조 기 면의 상 계가 공간 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미

국의 VDATUM과 국의 VORF같은 연안해역의 매 지 마다 다른 상 계를 도출하는 식

이 작성되고 한, 하구와같은 복잡한 조석 상을 갖는 경우는 상세한 수치모형의 시뮬 이션

결과로서 이러한 상 식을 도출하 다. 미국은 이미 지식기반의 지리정보체계(Knowledge- 

based Geointelligence System)라는 골격아래 이러한 체계구성을 시작하 는데 육상 주의 측

지와 해양에서의 해수 변화(Geodetic Science and Sea Level Science)의 병합 학문이 활발하

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실 인 수로측량업무체계의 개선은 공간 인 해역에서의 조석

기 면의 분포(평균해수면의 분포-해수면경사)가 정확한 장기조석산정으로부터 정의되어야하

고 한, 정확한 순압 보체계를 구성하여 새로운 수로측량체계구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벤치

마크 할 만한 체계는 캐나다수로부의 새로운 수로측량체계이다. 우리나라 주변해양의 Mean 

Sea Surface Topography, HAT, LAT의 공간 분포를 일차 으로 제시하 으며 개선을 한 

토의를 수행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한반도해안 검조소의 해일  해 기록

(Surge Records from Analog Tidal Records and 

Coastal Wave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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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원은 수로  항해안 을 한 해도작성이 주 업무로서 조 측은 주로 항만에 국

한하여 측활동이 이루어지고 조화분석에 의한 조석기 면 설정과 조 보활동을 하여왔다. 

따라서 일본기상청과 같이 악기상(계 풍  태풍)에 의한 해일 기록의 정비는 담당업무가 아

니었다. 과거에 매월 작성되는 매시간별 측조 는 검조원이 기록지상에서 곡선자를 이용하

거나 주의깊게 손으로 평활화시킨 곡선상에서 매시간 측치를 추출하 기 때문에 원래의 폭

풍해일 측치가 평활화되어 소  조 편차에 해당되는 해일고는 실제의 해일고가 아니었지만 

안이 없어 그냥 이용되어왔다. 2009년과 2010년의 정부문서기록(성남시 소재)에서 직  스

캔한 악기상시의 아날로그기록이 비로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악기상 측해일에 

한 일차 인 분석이 재에 여러 로젝트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해일시뮬 이션과업에 앞

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물론 1960년 이 의 검조기록은 당시 GMT-8.5시가 우리나라 표

시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오차가 교정되지 않은 채 장되어있고 여름의 썸머타임 

시행시의 시각오차도 그 로 반 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해 측의 시작은 건설부 축항사무소에서 수행되어 측기록이 매년 인쇄물로

써 보고되었지만 랑 측부이 등의 운용이 된 후 원격자료수집체계를 활용한다라는 선진

인 근은 있었지만, 기록의 장은 아주 불량하고 특히, 악기상시에는 부이들이 유실되어 해

모형검증을 하여도 잘 사용되지 못하고 측치로부터 장기분석에 의한 재 년도에 따른 

유의 의 산정은 자료의 연장 때문에 불가능하여 완 히 검증되지도 않은 해 모형의 결과로

서 설계 들이 산정되고는 하 다. 별도로 기상청이 운용하던 인근해역에서의 부이자료는 아

주 불량하여 특히, 과 최  계가 주로 2.2~2.3까지 되어 이 자료에 근간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이 아주 높은 Freak Wave 발생해역으로 보고하는 논문까지 발표된 이 있다. 이후, 

이 다운로드사이트는 최 =1.6로 임의 조작하여 자료를 수정배포하 다. 개선을 한 

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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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역 유출방사능 거동 단기 측을 한 시스템 개발 

(On the development of short-term prediction system 

of the dispersion of accidentally released 

radionuclides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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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제기된 해양방사능 사고 응 지원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되

고 있는 해양방사능 거동 단기 측 시스템 개발 황  황해에서의 시험 용에 해 소개

한다. 개발 에 있는 측시스템은 비구조 격자에 근거한 3차원 순환모형, 라그랑지안 부유

퇴 물 이동․확산 모형  라그랑지안 방사능 이동․확산 모형으로 구성된다.

 한반도 주변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도 원자력발 소  재처리 시설 등은 상당 부분 연

안에 치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는 2030년까지 약 300기의 원 이 들어설 정(동아

일보, 2011)으로 잠재 인 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거동은 복잡하게 연계된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 으로, 해수 

흐름에 의한 이동․확산, 부유퇴 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흡착․탈착 과정, 해 퇴 물과

의 상호 작용, 그리고 생물체에 의한 섭취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결국 정확한 방사능 해양내 

거동을 측하기 해서는 해수순환과 부유퇴 물 분포의 정확한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수순환 산정은 Zhang and Baptista (2008)에 의해 개발된 비정수압 3차원 모형 SELFE에 

근거한다. 수평 으로 비구조형 삼각격자, 그리고 연직으로는 확장된 시그마 좌표계 (즉, S-Z 

격자계)를 사용한다. 모드분리 없는 음해법 시간 분법이 사용되며 조간  노출-침수 처리

가 가능하다. 3차원 라그랑지안 부유퇴 물 모델은 Maderich et al (2009)의 모델에 근거하며 

성  비 성 퇴 물의 혼합분포를 고려할 수 있다.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은 용존방사능, 

뷰유물질 흡착 방사능  해 퇴 물내 방사능 등을 산정한다. 본래 오일러리안 모델로 개발

되었으나 (Margvelashvili et al, 1997) 단기 측용으로 Perianez and Elliott (2002)의 입자추

기법에 근거한 라그랑지안 모델을 개발하 다.

 시험  모델 용의 상으로 원 을 선정하 다. 최소격자는 약 50m로 구성하고 서울

의 황동 국해 ROMS 순환모델의 결과로부터 외해측 경계를 정의하 으며 기상청 바람장

이 이용되었다. 2007년 12월 원 에서 10
15

 Bq의 
137

Cs이 방출된 것으로 가정하 다.  총 

30여일 간의 모델 수행이 실시되었으며, 방사능의 상  분포가 검토되었다. 

 끝으로, 앞으로의 확장 방향에 한 토의를 포함한다. 시스템 개발은 우크라이나 

IMMSP(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ry and System Probelms)의 Maderich 교수 연구

과의 국제공동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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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 성(GOCI) 자료의 검정을 한 엽록소 측정 

방법의 비교  표 화의 필요성 

박 제,  문정언, 손 백, 민지은, 유주형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해양의 생체량 지수로 사용되는 엽록소 (Chlorophyll a)의 농도는 해색자료 산출물 에서 가

장 요한 것 의 하나이다.   지구 측 해색 성인 경우 약  35%의 정확도를 목표로 하

고 있다.  기후 변화의 효과 등 장기 인 변동을 악하기 해서는 값의 정확도와 더불어  

시계열 자료의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장자료의 부정확성, 성자료의 공간해상도

와 장  측의 공간  크기의 부정합, 성 알고리즘의 오차 등으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 장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엽록소를 측정 방법 간의 상호비교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이런 이유로 NASA와 ESA의 해색 연구자들은 장자료 측정 방법의 비교

를 통하여 표  측정 규정을 만드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6월 GOCI

의 발사 이후 검ㆍ보정 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엽록소 측정  간의 측정방법의 비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GOCI 엽록소 알고리즘  산출물의 검정 황을 보고하고, 이

와 같은 연구  간의 측정방법 비교 활동이 GOCI 자료의 검정, 알고리즘의 개선   성자

료 활용의 에서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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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법, 형 법과 HPLC를 이용한 엽록소 측정의 

상호검정과 의체 구성제안

박미옥, 신우철, Defri Yona

부경 학교 해양학과 

 국내에서 해양 련 연구  장기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엽록소 측정은 흡 법과 형 법, 고

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라피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해양의 일차생산자에 한 간 인 척도로 

측정되는 엽록소는 단순히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을 가늠하는 인자로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에 련한 측면에서 지 한 심을 받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통한 기  이산화탄소

의 장고를 조 하거나 DMS 기체를 생산하는 메카니즘을 통해 기후조 에도 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엽록소의 정확한 측정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인 엽록소의 측정은 인공 성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재까지 

CZCS, ,SeaWIFs, MODIS 등 다양한 성을 활용한 엽록소 측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

는 GOCI (정지궤도 성)이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자료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많은 양의 정확한 장자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들

이 제공하는 기존자료의 상호비교가 없었고, 다른 방법에 의한 분석치의 오차범 도 알려져 있

지 않다. 향후 국내 정지궤도 성의 자료에 한 신뢰성을 갖고 역연구를 하기 해서는 먼

 분석 방법 간 비교와 함께 (장기 시계열자료의 활용) 서로 다른 연구실의 자료 분석에 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의 정확성). 이로

써 인공 성의 알고리즘 개발에 한 기 자료의 제공 뿐 아니라, 꾸 한 자료의 검정과 상호

비교를 통해 양질의 자료를 생산해, 해양 생태계에 한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일차 으로 

2011년 가을, 동 국해에서 채수한 해수시료의 실험실간 상호 검정결과를 검토하고, 연구자들

의 정보교환과 지속 인 자료의 질  향상을 한 분석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향후 역

의 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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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에 따른 엽록소 a 측정방법의 검토: 

갯벌에서 아열  빈 양 해역까지

   

노재훈, 최동한*, 박신 , 안성민, 이화

한국해양연구원 생물자원연구부,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성을 이용한 엽록소 a 농도의 분석기술이 발 함에 따라  지구  규모의 일차생산자와 

일차생산력에 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엽록소 a 농도의 시공간 인 분포특성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규모의 환경 변화의 연구에 핵심 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한 정지궤도

성인 천리안 해색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는 지역해 규모의 해양생태계 연구에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측된다. 

천리안 성의 측범 는 우리나라 주변해에서 아열 의 빈 양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을 포

함하고 있다. 환경에 따른 엽록소 a 농도는 큰 차이를 보여, 갯벌의 미세조류는 100 mg/m
2 

이

상의 높은 엽록소 a 농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아열  빈 양 해역은 0.05mg/m3의 낮은 

농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엽록소 a 농도 수 에 따른 엽록소 a 농도의 분석방법에 해 검토가 

요구되며, 합한 분석방법에 따른 자료의 생산은 성의 활용성 제고를 해 요하게 다루어

야 할 문제이다.  

이 발표는 갯벌에서 아열  빈 양 해역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된 3가지 분석방법( 

spectrophotometric, fluorometric, HPLC)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각 분석방법의 장

단 을 악하고자 하 다. 한 연구자들과 논의를 거쳐 신뢰성 높은 엽록소 a 자료의 산출과 

성의 활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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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진행중인 주요 연구과제의 

클로로필 a 측정방법 비교 검토

               

김윤숙, 김창만, 곽정현, 박현제, 강창근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인공위성 자료 검정을 위한 클로로필 a 분석방법 비교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선해양관측」, 국토해양부 주관의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장기해양생태계 연구: 환

경변화와 생태계 반응」, 「동해 시계열관측 및 생태환경 진단(EAST-1)」, 한국해양연구원에

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연구」

과제 등 한반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요 연구과제들의 클로로필 a 측정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동안 분석된 결과 중 공간변동과 계절변동을 관측한 예로써 동한난류, 북

한한류, 난수성 소용돌이 그리고 극전선 등 복잡한 해양구조를 보이는 동해에서 1) 130°E 라

인에서 위도별로 여름철에 그리고 2) 정선해양관측 104 라인의 고정정점에서 월별로 수주구

조 특성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변화를 HPLC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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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국해 클로로필-a의 공간  분포 특성

윤상철, 윤석 , 황재동, 서 상, 안지숙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동 국해는 쿠로시오 난류와 국 륙 연안수, 황해 층 냉수 등의 향을 받는 해역으로 

시․ 공간 으로 복잡한 특징을 나타낸다. 해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한 인자  클로로필-a는 

식물 랑크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색소로서, 해황을 이해하는 기  자료로 사용된

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동 국해 장조사를 2월, 5월, 8월, 11월에 정기 으로 연 4회 수행

하고 있으며, 표층부터 층까지 표 수심에서 해수를 채수하여 물리․화학․생물학  분석과 

함께 클로로필을 분석하고 있다. 한 성을 이용한 자료를 통하여 클로로필 농도도 분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장조사 자료를 보면 5월과 8월에 상 으로 높은 농도가 나타나며, 공간

으로는 동 국해 동부해역에 비해 서부해역에서 상 으로 높은 클로로필의 농도가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동 국해역이 클로로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빛, 수온, 염분, 양염)보다

는 양자강 유출수의 향을 받는 해역임을 보이는 자료로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

다. 성 측 클로로필 자료는 주로 SeaWiFS  MODIS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국립

수산과학원에서는 2000년부터 MODIS자료를 성으로부터 직  수신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

국해역에서 2000년 이후부터 측한 MODIS자료를 보면 월별 클로로필 분포는 춘계인 4월에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주해  서쪽부분에서 클로로필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장 측결과와 동일한 국 양자강수의 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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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학회

구두발표



●●●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

5월 31일(목)

발표장 기획세션1 기획세션2 기획세션3 설계 및 법규1 설계 및 법규2
유체성능3 유체성능4 기획세션4 기획세션5 기획세션6구조성능 및 재료1 구조성능 및 재료2 구조성능 및 재료3 /유체성능1 /유체성능2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제9발표장) (제10발표장)(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B 106호] [B 107호] [B 108호] [B 109호] [B 110호]시간 [B 101호] [B 102호] [B 103호] [B 104호] [B 105호]

12:00-13:00 중 식 (5층 컨벤션홀)

가스하이드 시뮬레이션 Smart Work 기반 비선형구조역학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로 다목적 지능형

레이트 수송선 기반의 조선해양 조선생산실행 B2, B3, D3 A1 B1 B2 해석 및 설계 바라본 해양레저 무인선 개발-1
13:00-14:40

(강호근) 생산기술 시스템 개발 (문병 ) (이순섭) (김문찬) (구원철) (김봉주, 장대준) 산업기술의 최신동향 (총괄/플랫폼)

(황호진) (이필립) (정노택) (김선 )

14:40-15:00 휴 식

C1 C1, C2 A3, C3 A1, A2 B1 B2 B1
선박해양플랜트 다목적 지능형

15:00-16:40
(송하철) (이상갑) (김국현) (신성철) (김기섭) (이신형) (안해성)

위험도 평가 관리 무인선 개발-II

(서정관,장대준) (자율운항/체계설계)

16:40-17:00 휴 식

17:00-19:00 공동심포지움 (5층 컨벤션홀)

19:00-20:30 공동만찬 (5층 컨벤션홀)

6월 1일(금)

발표장
구조성능

유체성능 1
구조성능

설계 및 법규1
유체성능 3 유체성능 4 유체성능 5

설계 및 법규2
생산 및 기획세션1

및 재료1
/구조성능

및 재료3
/생산 및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유체성능6

장비시스템 3 (제10발표장)
(제1발표장)

및 재료2
(제3발표장)

장비시스템1
[B 105호] [B 106호] [B 107호]

/구조성능 및 재료4
(제9발표장) [B 110호]

[B 101호]
(제2발표장)

[B 103호]
(제4발표장) /생산 및 장비시스템2 

[B 109호]시간 [B 102호] [B 104호] [B 108호]

09:00-10:20 C1 C1 C1, C3 A1, A3 B1 B1, B2, B3 B3, C3 A3, C3 D2, D3
(이제명) (장범선) (염재선) (배동명) (이태일) (신상묵) (김 복) (권정일) (이장현)

10:20-10:40 휴 식

10:40-12:00 C1,C3 B1 C2, C3 A3 B1 B3 B1, B3 B1, C1, D2 D1, D3
빙해선박 및

(노인식) (김용수) (김성찬) (오대균) (김용한) (윤현식) (안병권) (조대승) (김호경)
극한지 공학
(김현수)

12:00-13:00 중 식(5층 컨벤션홀)

13:00-14:40
C1 C1, C2 B1, C3 D1 B1 B3 A3, C3 D1, D3 D1

(장기복) (김명현) (황아롬) (이경호) (이 길) (이인원) (서종수) (정 현) (이주성)

(      ) 좌장 및 운 자



세션명: 가스하이드레이트 수송선
(제 1발표장, 13:00~14:40, 운 자: 강호근((사)한국선급), B101호)

NGH 수송선 기술개발 및 IMO 동향
강호근, 고병욱, 강낙원((사)한국선급), 나송진(국토해양부)

NGH 수송선 적하역시스템 개념설계
강낙원, 고병욱, 강호근((사)한국선급), 나송진(국토해양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를 이용한 도서지역 천연가스 수송 개념
모델 제안

김재범, 김철호, 서원석, 김동언(STX종합기술원), 
김호경(STX조선해양(주))

Properties of Gas Hydrate
이상용(동국대학교)

세션명: 시뮬레이션 기반의 조선해양 생산기술
(제 2발표장, 13:00~14:40, 운 자: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B102호)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 요소기술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조선소 실행계획 검증을 위한 공정 모델링 방법론 연구
이필립, 최양열((주)지노스), 백명기, 이동건(서울대학교)

다물체계 동역학 기반의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선박 진수 사례 시뮬레이션
구남국, 하 솔, 이규열(서울대학교), 노명일(울산대학교)

안벽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후행공정 최적화
유원선(제주대학교), 최형순(인포겟시스템(주),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트랜스포터의 실시간 경로 변경을 고려한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 개발
허예지, 차주환, 조두연, 송하철(목포대학교)

세션명: Smart Work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 개발
(제 3발표장, 13:00~14:40, 운 자: 이필립((주)지노스), B103호)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조선생산 실행시스템
황준하, 이필립, 최양열(㈜지노스),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Smart Wok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시스템 아키텍팅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황준하((주)지노스), 김원돈(엠티아이), 
신종계(서울대학교), 박주용(한국해양대학교), 장성록(부경대학교)

컴포넌트 기반 개발(CBD) 방법론을 이용한 조선소 패널 라인의 실행
계획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송정규, 신종계, 백명기(서울대학교)

선박건조·수리업의 HSE 관리시스템 설계
오현수, 김동준, 장성록, 이종빈(부경대학교)

조선소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박주용, 이지훈, 문세 , 오형석(한국해양대학교), 김경범(STX조선해양(주))

5월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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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명: 비선형구조역학 해석 및 설계
(제 8발표장, 13:00~14:40, 운 자: 김봉주(부산대학교),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B108호)

Heat transfer/temperature analysis of LNG cargo tanks considering
loading conditions

박대겸, 김도균, 한효원, 이병준,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Transient pressure behavior and pressure protections for LNG fuel
storage tanks of large LNG-fuelled ships

Suwon Seo, Daejun Chang(KAIST)

Subsea 환경을 고려한 단상 유동 Pipeline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김동우, 이상의,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Time-dependent corrosion wastage modeling for oil well tubes in
subsea

Mohd Hairil Mohd, Do Kyun Kim, Jeom Kee Paik(Pusan National Univ.)

Design pressure determination of LNG fuel storage tanks based on
dynamic process simulation combined with Monte Carlo method

Ilyoung No, Daejun Chang(KAIST)

Effect of corrosion wastage on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container ships

Han Byul Kim, Do Kyun Kim, Dae Kyeom Park, Jung Kwan Seo,
Bong Ju Kim, Jeom Kee Paik(Pusan National Univ.), 
Min Soo Kim, Young Doo Kim(Lloyd’s Register Asia), 
S.N. Atluri(Univ. of California, Irvine)

FPSO 개조용 VLCC급 유조선 Bracket 구조의 최종강도 성능에 미치는
부식 향에 관한 연구

이상의,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세션명: 선박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 관리
(제 8발표장, 15:00~16:40, 운 자: 서정관(부산대학교),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B108호)

Uncertainty in fire risk analysis
Bongsic Choo, Daejun Chang(KAIST)

Nonlinear structural consequence analysis of offshore support
member under fire

Md. Shafiqul Islam, Jeong Hwan Kim, Sung In Park, Sang Hoon Han,
Bong Ju Kim, Jung Kwan Seo, Jeom Kee Paik(Pusan National Univ.)

해양플랜트 정량적 화재 위험도 평가를 위한 열하중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김정환, 김철관, 김두찬, Md. Shafiqul Islam, 박성인,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극지운항에 따른 저온효과를 고려한 해양플랜트 방폭벽 구조에 대한
폭발 하중 응답특성에 관한 연구

김상진, 손정민, 박대겸, 김병훈, 성동진, 조대광,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폭발하중형상이 해양구조물 파형 방폭벽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성동진, 손정민, 김상진, 김병훈, 조대광,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Analysis of operational availability for offshore drilling system
Yeseul Lee, Daejun Chang(KAIST)

자초사고가 발생한 상선의 잔류 종강도 추정에 관한 연구
박동희(삼성중공업(주)), 김도균, 김한별, 장효명,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김민수(로이드선급아시아)

세션명: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로 바라본 해양레저 산업기술의
최신동향

(제 9발표장, 13:00~14:40, 운 자: 정노택(울산대학교), B109호)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와 과학기술
유재훈(목포대학교)

고성능요트의 최신기술 동향 및 개발방향
이신형(서울대학교)

대한민국의 아메리카스컵 출전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김동 (TEAM KOREA)

HSPVF 2012
안병권(충남대학교)

세션명: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개발-I(총괄/플랫폼)
(제 10발표장, 13:00~14:40, 운 자: 김선 (한국해양연구원), B110호)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사업 소개
김선 , 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무인선 개념 설계 예비 결과
손남선, 김선 (한국해양연구원)

다목적 무인선 플랫폼 개념설계 개발
김성환, 김선 , 손남선, 이춘주, 문일성(한국해양연구원), 
조성진((주)극동선박설계)

무인선 개념 선형 저항 및 운동성능 평가 시험
김동진, 유 준, 이기표(서울대학교)

활주형 고속선 유체 성능 초기 추정 방안
여동진, 김성환, 김연규(한국해양연구원)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김성준, 김홍선(지오시스템리서치), 이문진(한국해양연구원)

세션명: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개발-II(자율운항/체계설계)
(제 10발표장, 15:00~16:40, 운 자: 김선 (한국해양연구원), B110호)

무인선 자율운항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손남선, 윤근항, 오상우, 표춘선(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에서의 상기반 물체탐지 및 추적 기법 연구
박정홍, 김진환(한국과학기술원), 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무인선 자율운항을 위한 경로계획 알고리즘 개발
김한근, 명현(한국과학기술원), 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무인선 레이더 감시 체계 설계에 대한 연구
변승우, 김호성, 송 내, 홍 기, 서주노(삼성탈레스), 황태현(한국해양연구원)

무인선 열화상카메라 감시 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배일용, 권기현, 이정우((주)도담시스템스), 오상우(한국해양연구원)

무인선 무선 통신시스템
노봉근(기가알에프), 윤근항(한국해양연구원)

무인선 관제 콘솔 설계에 관한 연구
박찬민, 김태현, 박희승((주)케이씨이아이), 박세길(한국해양연구원)

세션명: 빙해선박 및 극한지 공학
(제 10발표장, 15:00~16:40, 운 자: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B110호)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한 남극 아문젠해 해빙 두께 측정
이재만, 최걸기,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하정석,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실해역 해빙의 크기에 따른“Araon"호의 쇄빙성능비교
최걸기, 이재만, 최경식, 하정석(한국해양연구원),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남극 AMUNDSEN해에서의 해빙 재료특성 계측과 쇄빙연구선
ARAON호의 쇄빙성능 시험

하정석,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최걸기, 
이재만(한국해양연구원)

빙 충돌에 따른 LNG 운반선 CCS의 구조 안전성 평가
노인식, 윤 민, 정한별(충남대학교),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Pack ice 상태에서의 합성얼음을 이용한 자항시험기법 연구
이승기, 김문찬, 강현지, 신용진(부산대학교),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Big floe에서 Araon호 쇄빙 속도 성능 해석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최경식, 하정석(한국해양대학교), 이춘주, 
최걸기, 이재만(한국해양연구원)

6월 1일(금)



좌장：송하철(목포대학교)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저온 고속 인장 실험에 관한 연구
박태윤, 전상배, 전민성(삼성중공업㈜), 송하철, 김광옥(목포대학교),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저온용 스테인리스강에 미치는 예비변형률 효과
김정현, 이창훈, 이제명(부산대학교)

횡 충돌하중을 받는 판의 파단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조상래, 허원석(울산대학교)

균열의 형상을 고려한 응력확대계수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오동진, 김명현(부산대학교)

컨테이너선의 러더 스케그와 인접구조에 대한 피로 평가
전상배, 김지 , 한상민, 김봉재, 장기복, 서용석(삼성중공업㈜)

좌장：이상갑(한국해양대학교)

Local Zooming Analysis of LNGC CCS under Sloshing Impact Loading 
Lee Sang-Gab, KIM Jin-Kyung, Nguyen. Hong-Anh, NAM Jae-Hyung
(Korea Maritime Univ.)

Ship Collision Response Analysis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Lee Sang-Gab, NAM Jae-Hyung, KIM Jin-Kyung, ZHAO Tuo, NGYEN
Hong-Anh(Korea Maritime Univ.)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Analysis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Lee Sang-Gab, NAM Jae-Hyung, KIM Jin-Kyung, ZHAO Tuo(Korea
Maritime Univ.)

해상풍력발전구조물의 충돌
조상래, 서병수(울산대학교)

좌장：김국현(동명대학교)

선박 Unit cabin 고체음 해석 및 방사소음 저감 연구
김성훈, 송근북, 주원호(현대중공업(주))

접수 전선 모델을 이용한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해석
김국현(동명대학교), 이동섭, 조대승(부산대학교), 최태묵(㈜크리에이텍)

HVAC Main Duct Fan 인근 Room 소음제어
박진형, 김재홍, 박노준, 박용환, 권 혁(삼성중공업㈜)

HVAC용 룸 유니트 (Room Unit)의 소음저감성능 해석
김상렬, 김현실, 이성현, 김봉기, 김재승(한국기계연구원)

선박용 HVAC 통합 해석 프로그램 개발
천승현, 공 모, 김노성(대우조선해양㈜)

좌장：문병 (군산대학교)

Azimuth Thruster 설계변수에 따른 Dynamic Positioning Capability의 향
분석

최진우, 김세원, 류민철, 김용수(대우조선해양㈜)

백스테핑 제어기법을 이용한 해상 부유체의 동적 위치 제어
김대혁, 박종용, 김선홍, 김낙완(서울대학교)

좌장：신성철(부산대학교)

운동성능을 고려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설계에 관한 연구
강동훈(경상대학교),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나상권(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폭발압력을 받는 Blast wall의 설계에 관한 연구
강혜림, 이주성(울산대학교), 민재홍(현대중공업㈜)

기자재 3D CAD 데이터 간략화 기준 개발 및 구현
강연욱, 권순조, 한순흥(한국과학기술원), 박선아, 문두환(경북대학교)

과학기술교육기부와 조선해양공학
권 섭(조선대학교)

좌장：이순섭(경상대학교)

역전파 신경망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형설계
이재철,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건조비를 고려한 Ice Class 보강부재 배치 최적화
이용진, 황선복, 신상훈, 박준석(현대중공업㈜), 김수 , 신성철(부산대학교)

선체구조설계를 위한 Aframax급 유조선의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이강현, 정 솔, 송하철, 나승수(목포대학교), 허주호, 정태석, 이철호, 조 천,
김동춘(STX조선해양㈜)

신개념 컨테이너선의 초기 안전성평가
이순섭(경상대학교), 이종갑, 최 진(한국해양연구원), 나 성((사)한국선급)

구획의 상호관계에 기초한 확률론적 손상복원력의 손상조합 자동생성
알고리즘

신혁선,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좌장：김기섭(한국해양연구원)

X-Twisted Rudder의 조종 특성에 대한 연구
안경수, 오승훈, 신상성, 이태일(현대중공업㈜)

셔틀 탱커 바우 스러스터 최적화를 위한 수치 해석 연구
배준환, 송지수, 권종오, 홍춘범, 최순호(삼성중공업㈜)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Container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및 변동
압력 특성연구

안종우, 박 하, 김건도, 김기섭, 백부근(한국해양연구원), 유용완(㈜티엠에스)

14,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연구
김기섭, 박 하, 김건도, 안종우(한국해양연구원), 김성표(대우조선해양㈜)

Vortex Generator(35K LPG선)에 의한 선체반류 및 프로펠러 캐비테
이션 특성연구

김기섭, 김건도, 안종우, 박 하(한국해양연구원), 김성표(대우조선해양㈜)

좌장：김문찬(부산대학교)

VIC(Vortex In Cell) 방법을 이용한 비점성 유동 중의 프로펠러 유효반류
추정기법 연구

이준혁, 서정천(서울대학교)

컨테이너선용 여러 가지 전타의 성능에 대한 실험적 비교연구
천장호(㈜티엠에스), 김문찬, 이원준(부산대학교)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 연구
문원준, 김문찬, 이원준, 신용진(부산대학교), 김동언, 김도준(STX종합기술원)

제6발표장, 13:00-14:00, B1, B106호

제5발표장, 15:00-16:40, B1, B105호

제5발표장, 13:00-14:40, A1, B105호

제4발표장, 15:00-16:20, A1, A2, B104호

제4발표장, 13:00-13:40, B2, B3, D3, B104호

제3발표장, 15:00-16:40, A3, C3, B103호

제2발표장, 15:00-16:20, C1, C2, B102호

제1발표장, 15:00-16:40, C1, B101호

5월 31일(목)



좌장：이신형(서울대학교)

비선형 시스템의 비선형 감쇠 및 복원 동시 추정 수치해석: 다핑방정식
박진수, 장택수(부산대학교), 장국진(현대엔지비㈜)

아임계 레이놀즈 수에서 트위스트 실린더 주위 유동의 LES 해석
정재환, 윤현식(부산대학교)

격자 볼츠만법을 이용한 자유수면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정노택(울산대학교)

패널법을 이용한 조류발전용 터빈 성능 해석
이건화, 장현길, 이창섭(충남대학교)

Analysis of Viscous Flow around Low Aspect Ratio Wing for the
Wavy Leading Edge

Mi Jeong Kim, Hyun Sik Yoon, Ho Hwan Chun(Pusan National Univ.)

좌장：구원철(울산대학교)

유한 수심에서 부유체의 부가질량계수 추정식 개발
김준동, 최문관, 구원철(울산대학교)

모형 파력발전장치의 유체역학적 거동해석
송창우, 이세진, 김임규, 정주원, 서대원, 이승희(인하대학교)

Model Test of Floating Wind Turbine
김병철, 최광일, 신현경(울산대학교), 송진섭, 임채환, 정태 (한국기계연구원)

좌장：안해성(한국해양연구원)

입체입자 상유속계를 이용한 저속비대선의 후류 해석
황승현, 이 현, 안해성, 김진. 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KLNG 상사모형의 축척효과에 대한 연구
안해성, 이 연, 황승현, 김철희, 반석호, 김광수, 김유철, 
김진(한국해양연구원)

모형시험 해석법에 따른 산적화물선의 실선성능 추정
이 연, 안해성, 김철희, 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좌장：이제명(부산대학교)

실험을 통한 블록 Lifting Lug의 Padeye Hole 강도 평가 및 Lug 구조 평가
이성제, 황외주, 오 태, 하수호, 김윤호, 이수배, 김상홍(대우조선해양㈜)

모재 판 두께의 변화에 따른 유공판 주위 보강효과에 대한 고찰
김주현,이제명(부산대학교), 박주신, 김봉재, 장기복, 서용석(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해치 커버 Movement 해석 및 평가
허동범, 류홍렬(현대중공업㈜)

충격 압력을 받는 판 구조의 구 처짐에 대한 소성경화의 향
조상래, 박민규, 허원석(울산대학교), 임우람(현대중공업㈜)

좌장：노인식(충남대학교)

극지운항 선박의 빙하중 계산법에 관한 비교 연구
전병 , 민준기, 최병기(현대중공업㈜)

빙 해역 운항선박 선측 구조물의 손상에 관한 연구
민덕기, 허 미(㈜현대미포조선), 조상래(울산대학교)

파랑자료의 sampling rate가 극한파의 통계에 미치는 향
김도 (홍익대학교)

좌장：장기복(삼성중공업(주))

Ultimate Strength Formulation for Steel Plated Structure
Joo-Shin, Park, Bong-Jae, Kim, Ki-Bok, Jang, Yong-Suk,
Suh(Samsung Heavy Industries), Joo-Hyeon, Kim, 
Jae-Myeong, Lee(Pusan National Univ.)

Post-Buckling & Collapse Behavior of a Circular Cylinder
R.Krishna Kishore, Joo-Shin Park, Bong- Jae Kim, 
Ki-Bok Jang, Yong-Suk Suh(Samsung Heavy Industries)

Ultimate Strength of Simply Supported Plate with Opening under
Uniaxial Compression

Chang-Li Yu, Joo-Sung Lee, Hyung-Cheol Kim(Univ. of Ulsan)

손상된 선각의 최종굽힘강도에 관한 연구
장동훈, 이주성(울산대학교)

좌장：장범선(서울대학교)

17K 톤 유조선이나 화학제품운반선의 주름진 격벽 연결 부분에 대한 연구
조 박, 배동명, 자 키(부경대학교)

추가 압력을 받는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의 전선강도해석
조윤옥, 이대성, 박인성, 강병석(삼성중공업㈜)

Strength Analysis of Cargo Hol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Tae-Min Cho, Bong-Jae Kim, Ki-Bok Jang, Bong-Hyun Myung,
Yong-Suk Suh(Samsung Heavy Industries)

제2발표장, 09:00-10:00, C1, B102호

제1발표장, 13:00-14:40, C1, B101호

제1발표장, 10:40-11:40, C1, C3, B101호

제1발표장, 9:00-10:20, C1, B101호

6월 1일(금)

제7발표장, 15:00-16:00, B1, B107호

제7발표장, 13:00-14:00, B2, B107호

제6발표장, 15:00-16:40, B2, B106호



좌장：김용수(대우조선해양(주))

파랑 중 선체에 작용하는 Global Load 계산을 위한 약산식 검토
최문관, 박인규, 구원철(울산대학교)

Anti-rolling Tank의 횡 동요 저감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 , 남종오, 이 범, 김용수(대우조선해양㈜)

선박평형수 처리용 UV 살균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열유동 해석
정재환, 윤현식, 전호환, 이 우(부산대학교), 배상범(㈜광산)

좌장：김명현(부산대학교)

초기 소성변형률을 고려한 점소성모델 개발
김정현, 이치승, 이제명(부산대학교)

유리섬유강화형 폴리우레탄폼의 재료비선형해석을 위한 이방성 점탄
소성손상모델 개발 및 유한요소 적용

이치승, 김명현, 이제명(부산대학교)

유리/에폭시 적층 복합재료 점진적 손상구조해석
이상갑, 남재형(한국해양대학교), 변준형(KIMS), 김인학, 
정 래(국방과학연구소)

점소성 손상모델 기반 Subsea Pipeline 재료 거동 및 손상평가
김성진, 이제명(부산대학교), 박주신(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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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 수송선 기술개발 및 IMO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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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수송선은 IMO의 IGC code에 의해 위험물질 운반선박으로 분류되며, 화물격납설비, 화물 취급 및

이송장치의 설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NGH수송선박에 대한 규정 제정을 위하여 IMO에 제시된 의제(BLG 13/12, BLG 

14/11)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NGH 수송선에 관한

지침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NGH수송선의 경제성 분석 및 개념설계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조선기술의 고도화로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NGH 수송선의 국제기준 제정에 대한 의제 채택전략 수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NGH 수송선 및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로,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되는 NGH 수송선 및 관련 시스템의 안전수준을 동종 유사 선박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서, 신개념 선박설계 지침서, 안전성 평가지침 및 국제기준 제정에 대응한 안전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Keywords:NGH 수송선(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운송선), IMO (국제해사기구), IG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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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 수송선 적하역시스템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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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loading and unloading systems for Natural Gas Hydrate (NGH) Carrier are critical for the whole ship design. Many 

patents for those systems registered in Japan and Korea are reviewed and analyzed to identify the pros and cons. One (1) 

loading system and two (2) unloading systems are conceptually designed to compensate the weak points of the existing 

patents. The dropping of NGH from the top of the cargo tanks is the basic concept for the loading system. The dissociation

type in the two (2) systems is finally decided as the unloading system due to many advantages. 

 

Keywords:NGH(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Conceptual Design(개념설계), System design(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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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를 이용한 도서지역 천연가스 

수송 개념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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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의 경우 이송거리 약 1,000~6,000km 이내에 위치한 매장량 1Tcf (Trillion Cubic Feet) 

이하의 미개발 된 중∙소형 가스전을 대상으로 한 Supply Chain 개념 개발 및 타당성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레이트 기술의 중∙소형 가스전 적용은 중∙장기적 기술 개발 관점으로 접근하고, 단기적 상용화 관점으로

도서지역 천연가스 운송 수단으로서의 하이드레이트 기술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지역 발전용 연료로 사용중인 유류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팰렛 형태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를 선박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운송한다고 가정하였다. 

 

Keywords:NGH(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NGH supply Chain for islands(도서지역을 위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공급개념), 

            Validity study (타당성 연구) 

 

1. 서 론 

 

대한민국의 경우 1986년 인도네시아에서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입하여 도시가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사용량의 50%에 가까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생산국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은 대용량 천연가스 수송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천연가스를 수송∙저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압에서 약 -162℃ 이하의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발을 위하여 많은 초기 투자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규모 가스전을 대상으로 한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천연가스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가 친환경 연료로 인식되면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개발 상태인 중∙소형 가스전 개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액화 운송방식 이외 

방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의 경우 액화 천연가스(LNG) 방식에 

비해 총 투자 금액 기준으로 약 20%의 비용절감 효과가 

(Gudmundsson, 2004) 기대되며, 미래 중∙소형 가스전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방식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지역 전력생산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유류 연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를 운송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이 가정을 기초로 도서지역을 대상으 

로 천연가스 수송 모델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도서지역대상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공급 개념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를 이용한 수송방법은 

1994년 노르웨이 Gudmundsson 교수에 의해 -20~-10℃ 

온도범위에서는 상압 하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NGH)가 안정하게 존재하는 자기보존효과(Self Preser- 

vation) 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후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저장 및 수송방법으로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는 자기 

보존효과(Self Preservation) 특성을 이용하여 대기압 하에서 

약 -20℃의 온도조건에서 팰렛 형태의 하이드레이트를 저장 

및 이송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공급개념의 경우 중∙소형 가스전을 대상으로 주로 

논의 되어 왔으며, 대략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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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GH supply chain 

 

Fig. 1는 NGH Japan Co., Ltd.에서 제안한 Supply chain 

이며, 주요 개념은 가스전에서 채굴 된 천연가스를 NGH 

기술을 이용하여 육상까지 운반하고, 사용처까지 천연가스를 

운반하는데 NGH 기술을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에서 제안된 Supply chain 개념과 

같이 Up stream에서 Mid stream 단계에서의 NGH 기술적용 

은 장기적 기술개발 관점으로 고려하여, 이들 단계에서는 

기존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술을 적용하고, 단기적 실용화 

관점에서 사용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수단으로서만 NGH 

기술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도서지역 대상으로 한 

천연가스 공급은 NGH팰렛을 선박을 이용하여 이송한다고 

가정하였다. 

 

 

Fig. 2 Modified NGH supply chain 

 

Fig. 2 에서 제안 된 Supply chain에서 도서지역을 대상으 

로 한 NGH 기반 천연가스 공급 안의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의 Fig. 3과 같으며 주요 개념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① LNG 저장기지에서 발생하는 B.O.G(Boil Off Gas)를 

   이용 하여 NGH 팰렛을 생성 및 육상 NGH 저장탱크에 

   저장 후, NGH 수송 선박에 선적하여 준다. 

 

② NGH 수송선박은 해당 도서지역까지 팰렛을 이송 후, 

   도서지역 발전소 근처해안의 접안시설에 정박하여 

   팰렛을 해리하여 기화 된 가스만을 발전소 연료원으로 

   공급하는 NGH RV(Regasification Vessel) 개념이다. 

 

③ 수송선박 화물창 내에서 NGH팰렛을 해리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온수분사 해리방식을 고안하였다. 

   발전소 폐열을 이용하여 수송선박 화물창에 온수를 

 공급한다. 

 

 
Fig. 3 Concept of NGH supply chain for a island 

 

3. 후보 도서지역 선정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도서지역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 천연가스를 발전 연료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경유 및 중유를 대상 연료원으로 고려) 

 

∙ 현재 사용중인 연료원의 사용량이 NGH 천연가스 

  운송량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 LNG 저장기지와 거리가 멀지 않을 것. 

 

   국내도서지역 중에서 제주도의 경우 발전연료 사용량이 

NGH를 이용 한 천연가스 운송량으로 대체하기에 많은 

용량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과 같이 국내 

후보 도서지역 및 그 지역의 발전설비 현황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들 후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대상 

도서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유는 울릉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전용 경유 사용량의 경우 NGH팰렛을 이용한 천연 

가스운송을 통하여 대체 할 수 있으며, 현재 강원도 삼척에 

LNG 저장 기지를 건설 중 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짧은 

이송거리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1. Summary of considered domestic islands and 

power generation conditions 

 
 

Table 1을 기준으로 울릉도의 천연가스 사용량을 산출했을 

경우 연간 약 1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NGH팰렛을 이용 



한 연간 천연가스 운송량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기지와의 

거리는 Fig. 3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약 160 km 정도이며, 

선박의 속도가 15노트 정도라고 가정할 때, 편도 약 6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짧은 거리이다. 

 

 

Fig. 4 Distance between LNG terminal and Ulleung island 

 

4. 후보 도서지역 대상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타당성 검토 

 

  앞에서 제안 된 도서지역 대상 Supply chain 가정을 기준 

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타당성 검토는 아래의 절차 

로 진행하였다. 

 

 

Fig. 5 Validation procedures of NGH supply chain 

 

유류연료를 이용한 울릉도 연간발전실적을 기준으로 천연 

가스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여 연간 필요한 

천연가스 용량을 추정하였다. 추정 된 용량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설비들의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을 추정하여 NGH 

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NGH의 타당성 비교를 위하여 하이드레이트 외의 천연 

가스 운송방법인 CNG(Compressed natural gas), LNG 

(Liquefied natural gas), LPG(Liquefied petroleum gas)와의 

비교를 통해 수송방법과 연료 종류에 따른 타당성을 도출 

하여 보았다. 비교 결과는 아래의 Table 2의 내용과 같다. 

 

  NGH의 타당성 검토결과 현재 발전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연료 비용 관점에서 

연간 약 64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LNG와 비교했을 

경우 연간 약 15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LNG 

액화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예상되는 NGH의 

보관 조건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 예상된다. LPG의 경우 타 

연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Table2. Validity comparison results 

 
 

5. 결론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기술의 경우 주로 미개발 

중∙소형 가스전을 대상으로 적용가능성이 검토되어 왔으며, 

액화천연가스(LNG)의 액화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제적 하이드레이트 생성비용이 강점으로 부각되어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형 가스전을 대상 기술개발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단기적 실용화 관점에서 천연가스 공급 

방안으로서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타당성을 검토 

해 보았다. 하이드레이트의 적은 천연가스 수송량이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적용모델과 

같이 하이드레이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천연 

가스 사용량과 운송거리를 고려한다면, 천연가스 하이드레 

이트(NGH) 기술은 천연가스 운송을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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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Hydrates are non-stoichiometric crystalline compounds consists of light gases such as methane, ethane and

propane and water. In gas hydrates, water molecules make special structure named cavity using hydrogen bonds and gases

are captured in cavities. They can be stabilized at low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region. Since 160 volume of standard 

state gas can be stored in 1 volume of gas hydrate it can be used as a gas storage medium. Natural gas hydrate can be 

stabilized at around 4000 KPa at 2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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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은 국내 조선소의 선박 및 해

양플랜트의 건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 체계이며 지,

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해양플랜트생산기술개발 과제를통해현재개발중에있다”

이기술은조선해양전용시뮬레이션도구의부(Hwang, 2010).

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최적 생산이 어렵고 대형 사고의 발, ,

생이라는 우려로 인한 생산 관련 안전율 을 높게(Safety Factor)

책정하여 생산성 저하되는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범용 시스템들은 기계 자동차 항공기 분, ,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문형 맞춤제작이라는 조선해양.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

다 이러한배경으로본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국내조선. ,

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조선해양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것이 이러한 기술개발의 목적이다.

이러한 배경 및 목적으로 기술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

며 원천성과 확장성을 위해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

레임워크라는원천기술을개발하고 이를국내조선소현장에맞,

춤화하는 응용시스템이라는 응용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 그림이 이다Fig. 1 .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는 조선해양 관련

다양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관련 요소기

술들을 통합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한다 이에해당과제의근간은조선해양산업에특화된.

시뮬레이션 요소 기능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

가 그 핵심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엔진의 커널들의 연동 및 통합 방안에

대해 다루며 통합 프레임워크의 요소기술 구현에 대해 다루었,

다 조선해양 관련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에서.

의각종엔진의커널들의개발현황및사용자관점의동일한뷰

제공을위한후처리엔진관련현황에대해서술하고자한(View)

다.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2.

통합 프레임워크

조선해양생산시뮬레이션기술에는다양한영역및분야에서

의시뮬레이션을가능하게할수있도록시뮬레이션엔진을여러

공통적인 계산 커널들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 요소기술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 )

요 약

조선해양생산시뮬레이션기술은국내조선소의선박및해양플랜트의건조생산성향상을목표로하는기술체계이며 지식,

경제부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뮬레이션기반의선박및해양플랜트생산기술개발 과제를통해현재개발중에있다 조“ ” .

선해양생산시뮬레이션통합프레임워크는조선해양관련다양한디지털시뮬레이션프로그램의개발을위해관련요소기술들을

통합하는한편 이를활용한다양한영역으로의확장을가능하게한다 이에해당과제의근간은조선해양산업에특화된시뮬레, .

이션요소기능을제공하는시뮬레이션통합프레임워크가그핵심이다 본논문에서는시뮬레이션통합프레임워크의구현을위.

한시뮬레이션엔진의커널들의연동및통합방안에대해다루며 통합프레임워크의요소기술구현에대해다루었다 조선해양, .

관련생산시뮬레이션을수행할수있는체계에서의각종엔진의커널들의개발현황및사용자관점의동일한뷰 제공을(View)

위한후처리엔진관련현황에대해서술하도록한다 이러한요소기술들은향후통합화과정을통해시뮬레이션통합프레임워크.

의 핵심기술의역할을할것이며 이는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국내조선소현장에맞는시스템으로개발되도록하는맞춤화과,

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Keywords :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Simulation based production( ), Simulation framework( ), Simulation engines and

시뮬레이션 엔진 및 커널kern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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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표적인 가지 시뮬레이션 응용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4 ,

에 대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조선해양공정상호검증시뮬레이션 은조‘ (Lee, et al., 2010)’

선해양 공정에 대한 선행 시뮬레이션 및 생산계획 정보에 대한

상호검증을가능케하며 블록의크레인리프팅및탑재시뮬레, ‘

이션 은크레인작업확인 간섭검사 변형해(Jo, et al., 2010)’ , ,

석뿐만아니라해양파를고려한해상크레인운용에대한물리적

시뮬레이션을수행하며 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GIS (Ryu, et

은 조선소 주요 설비에 대한 기반 를 구축하al., 2010)’ GIS DB

고 도크 내항 안벽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배치, , ,

및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하며 블록 및 물류 관제, ‘

시뮬레이션 은 크레인트랜스포터를 이용한(Cho, et al., 2010)’ /

최적물류운반계획을수립하여작업장별블록배치최적화및물

류 관제 시스템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의 근간은

조선해양산업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요소 기능을 제공하는 시뮬

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가 그 핵심이다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의핵심은조선해양전용의시뮬레이션엔진을개발하는것이며,

시뮬레이션 엔진은 여러 기능성 커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정보 교환 및 공유 관점에서 커널들 간의 연동 및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의개발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구성커널의입출력.

관계에대해명세하였다 명세된관계를기반으로시뮬레이션엔.

진의 주요 커널들 간의 정보 교환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커널들 간의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연동 및 통합3.

시뮬레이션 커널 연동 및 통합3.1 DB

시뮬레이션 커널들 간의 연동 과정으로 시뮬레이션 표준 프,

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시뮬레이션 엔진의 커널들의 정보 교환 및

공유를 지원하도록 설계 통합 인터페이스 및 연동을 위한 데DB

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및 표준 프레임워크와의 인터페이스(DB)

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엔진 구성 커널들 간의 입출력 관계.

를 정의하고 연동하며 시뮬레이션 엔진 주요 커널의 기능을 구,

현하였다.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의 시뮬레이션 엔진의 각 커널들

에서 전달하고 요구되는 데이터를 후처리 엔진들가시화 엔진( ,

분석엔진에서처리하기위한데이터접근인터페이스를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뮬레이션 엔진의 각 커널들에 의해 수행되.

는계산결과를가시화엔진및분석엔진인후처리엔진들에전

달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출력,

결과를 동일한 관점에서 가시화하기 위한 기능 정보들을 통합하

는과정이다 시뮬레이션커널들에의한계산결과를통합적으로.

사용자들에게제공하기위한기능명세및인터페이스구조를정

의하였고 시뮬레이션 엔진을 구성하는 커널들의 정보 공유 및,

교환을 위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설계 통합 의 구성DB

및 접근 방법을 정의하였다 이는 커널들의 입력(Hwang, 2011).

및 출력에 대한 명세를 기반으로 그룹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특

성 별로 구분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Fig. 1 Summary of simulation based production(SBP)



는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 사용된 정보 명세의 예를 나타Fig. 2

낸것으로시뮬레이션출력결과를표현하기위해요구되는후처

리 엔진의 입력 정보를 기술한 내용이다.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통합화3.2

조선해양생산시뮬레이션의공학적해석및계산을담당하는

시뮬레이션 엔진의 커널들과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후

처리 엔진 가시화 엔진 분석 엔진의 통합을 위한 기능 및(3D , )

요구를정의하였으며 이를위해조선소일정및설비에대한모,

델링을 통해 스키마를 설계하고 후처리 엔진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공통 컴포넌트 및 모듈을 개발하였다(Component) .

시뮬레이션엔진을구성하는커널들에서계산된결과를사용

자에게 일관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후처리 엔진에 대한 기본,

적인인터페이스를설계하여구현하였다 계산결과에대한출력.

정보를정의하고 이를후처리엔진 가시화엔진 분석엔진, (3D , )

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입력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수행

하였으며 가공 과정을 통해 정제된 정보는 커널에, HOOPS 3D

입력되어사용자에게제시되는기능이요구된다 이와같은후처.

리 엔진은 개발 중인 시뮬레이션 응용 시스템에 포함되는 공통

모듈의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공통 컴포넌트 및 커널 모듈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해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

산출되는 출력 정보들은 후처리 엔진 가시화 엔진 분석 엔(3D ,

진을 통해사용자에게정보를제공하게되며 이를지원하기위) ,

한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엔진의 커널들에서 출력되는 가공되지 않은후처(

리 커널에 직접 입력되지 못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가공)

과정이필요하며 이러한가공과정에대한구현(Enhancement) ,

및 시험을위해 커널을랩핑 하였다 랩핑HOOPS 3D (Wrapping) .

된커널은라이브러리형태로 라이브러리와함께응용시스MFC

템 개발에활용될예정이다 동일한맥락으로설계통합 에저. DB

장된 조선소의 조선해양 생산 정보들을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입

력하기 위해 정보들을 가공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기간 시스,

템으로부터의 정보의 변형 및 가공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와는

구분이 된다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는 확장성과 재활용성.

을 보장해야 하므로 시뮬레이션 엔진의 커널의 입력 정보는 가,

급적 범용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

통합 로부터의 정보의 가공을 수행하였다DB .

통합 프레임워크 요소기술4.

조선해양산업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요소 기능을 제공하는 시

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조선해양 전용의 시뮬레이

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며 시뮬레이션 엔진은 여러 기능성 커,

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커널들은 여러 응용 분야의 시뮬.

레이션 커널 설계 규격서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고수준 관

리 커널 공장 수준 관리 커널(Top Level Management Kernel),

이산 사건시스템처리커널(Shop Level Management Kernel),

일정 데이터 관리 커널(DES Kernel), (Schedule Data

이 개발되고 있다Management Kernel) .

블록의크레인리프팅및탑재시뮬레이션과관련해서는동역

학커널 기구학커널 충돌(Dynamics Kernel), (Kinematic Kernel),

감지 커널 외부력 계산 커널(Collision Detection Kernel),

마찰력 계산 커널(External Forces Kernel), (Frictional Force

유체정역학커널 유체동역학커널Kernel), (Hydrostatics Kernel),

커널(Hydrodynamics Kernel), DEVS/DTSS (Combined

이 개발되고 있다DEVS/DTSS Kernel) .

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지리정보 커널GIS

스케쥴링 관리 커널(Geometric Information System Kernel),

이벤트 프로세싱 커널(Scheduling Management Kernel), (Event

통합 최적화 커널Processing Kernel), (Integrated Layout

이 개발되고 있다Optimization Kernel) .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경로 라우팅 커

널 시퀀스 최적화 커널(Path Routing Kernel), (Sequence

Fig. 2 Descriptions of input data for post-processing engines



배치 최적화 커널Optimization Kernel), (Allocation Optimization

공간 최적화 커널 센서링Kernel), (Space Optimization Kernel),

커널 이 개발되고 있다(Sensoring Kernel) .

이와 더불어 개발될 응용 시스템이 사용자 관점에서 동일한

뷰 로표현될수있도록지원하는데목적으로두고있는후(View)

처리엔진으로는시뮬레이션가시화엔진및시뮬레이션분석엔

진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시뮬레이션 응용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이러한 후처리 엔진의 커널로서는 시뮬레이션 가시화 도

구의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를 선정하였다, HOOPS 3D .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현하기 위한 가시화3D

커널을 도입하여 맞춤화 하였으며 이를 응용 시스(Customizing) ,

템들에적용하기위한랩핑 과정을통해 하나의라이(Wrapping) ,

브러리 혹은 컨트롤 의 형태로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이(Control) .

과정에서 가시화에 관련된 정보의 입력 및 시뮬레이션 엔진3D

의 커널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들에 대한 공용 인터페이스를 정

의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의 후처리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엔진도 각종 표 그(Table),

래프 챠트 의 형식 및 확장성을고려하였다 이를(Graph), (Chart) .

위해가시화엔진의커널과동일한 커널을활용하며HOOPS 3D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러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표, ,

그래프 챠트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추후 엑, .

셀 등과 같이 조선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보(Excel)

고서를생성할수있는기능도개발할예정이다 이와같이조선.

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엔진의 여러 커널들에 대한 개발 및 후처리 엔진과 관련된 기능

들에 대한 개발 내용을 나타낸 것이 이다Fig. 3 .

결 론5.

우리나라 조선해양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있으며 이러한최고의기술로현재까지우리나라가조,

선해양강국으로자리매김할수있었다고생각된다 최근중국등.

의후발조선국들이값싼노동력을기반으로수주량등으로세계

위자리를위협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우리나라조선해양산1 .

업은생산성향상을기치로하여최적화된생산체계를구축함으

로써 국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

력 확보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과제가“ ”

현재개발중에있다 다양한디지털생산시뮬레이션기술을통.

해 최적화된 생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신공법 검증 등을 통해 국내 조선소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목표로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이를위한조선해양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관련 엔진들의 개발현황

을 소개하고 해당 엔진들의 요소기술인 커널들의 개발 현황 및,

통합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의 구현.

을 위한 시뮬레이션 엔진의 커널들의 연동 및 통합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고 통합 프레임워크의 요소기술 구현에 대해서도 기술,

하였다 조선해양 관련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에서의 각종 엔진의 커널들의 개발 현황 및 사용자 관점의 동일

한뷰 제공을위한후처리엔진관련현황에대해서도서술(View)

하였다 이러한요소기술들은향후통합화과정을통해시뮬레이.

션 통합 프레임워크의 핵심기술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프레,

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조선소 현장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되

Fig. 3 Scheme of integrated framework for SBP(Simulation based Production)



도록 하는 맞춤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러한맞춤화과정을통해서국내조선소현장에서적극적으로활

용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우,

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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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실행계획 검증을 위한 공정 모델링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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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 실행계획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소의 요구사항과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모델링 방법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기존 시뮬레이션 방법론 및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모델링 구조를

분석한 후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정리하여, 조선소 실행계획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공정 모델링 방법을 연구하였다. 

 

Keywords: Virtual Shipyard(가상 조선소), Discrete Event Simulation(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Simulation Modeling(시뮬레이션 모델링)  

 

1. 서 론 

 

조선소의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중에서도 실행계획의 검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 

조선소의 하부 공정과 장비, 설비에 대한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하드코딩으로 

조선소 현장과 대상 공정을 모델링 하는 것은 유연함이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선해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효용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실행 계획 검증을 위한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을 연구하였고, 기존 

시뮬레이션 모델링 이론과 상용 프로그램의 방법론을 

분석하고 조선소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모델링 방법론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2. 시뮬레이션 모델링 이론 

 

2.1 페트리 넷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페트리 넷은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도식적이고 

수학적인 모델링 도구로써 해석적인 기능 수행과 

시뮬레이션이나 분석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조선소 실행계획 검증을 위한 공정 모델은 생산 

시뮬레이션의 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생산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의 정량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환경의 비동기적인 상황을 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페트리 넷의 경우 시스템의 흐름을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형태의 모델링 방법을 갖고 있어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수행에 매우 적합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시적인 표현만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수학적 형식론에 근거하고 있어 시뮬레이션 엔진을 이용한 

정량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참고하고 있는 페트리 넷의 모델링 도구는 

4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이는 플레이스(Place), 

트랜지션(Transition), 아크(Arc), 토큰(Token)이다. 

플레이스는 시스템의 상태나 조건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트랜지션은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사건을 

표시한다. 아크는 플레이스와 트랜지션의 흐름을 표현하게 

되며 토큰은 이산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건의 

조건이나 제품, 가용 자원 등을 의미한다. Fig. 1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페트리 넷에서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함께 사건의 발생 메커니즘인 점화(Fire)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페트리 넷 시스템에서 점화는 

트랜지션에 연결된 모든 플레이스에 토큰이 사전 

위치해야만 발생하며 점화 조건 충족시 트랜지션은 입력 

플레이스의 토큰은 제거되고 연결된 출력 플레이스에 새로 

배치되어 하나의 점화 세션이 완료되는 방식을 갖는다.  

이와 같은 페트리 넷 모델링 기법은 주로 생산 설비와 

흐름을 모델링하고 이산 사건 기반의 동적 시스템(Dis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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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dynamic system)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한상동 

외[1]는 페트리 넷을 이용해 실제 조선소의 공정을 

분석하고 병렬적이고 비동기적인 특징을 갖는 시스템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Fig. 

2는 페트리 넷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적용성 테스트를 위해 

위 연구의 조선소 판넬블록라인 공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는 모델링 대상 공정의 흐름을 

한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플레이스와 트랜지션 

배치 조합을 통해 실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컨베이어 

라인의 작동, 크레인의 작동, 작업준비, 작업조건 등을 

동적인 상태를 하나의 사건단위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페트리 넷과 같이 그래픽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쉽게 모델링할 수 있고 동적인 시뮬레이션 표현이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1.Basic concept of the petri net modeling 

 

 
Fig. 2 A petri net modeling case of a shipyard line shop 

 

2.2 기타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례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페트리 넷을 제외하면, 다른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례는 전용 

방법을 이용했다기 보다 다른 모델링 방법론을 

시뮬레이션의 방식으로 차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모델링 방법론으로 유명한 

UML을 실제 시뮬레이션 대상인 물리 모델에 적용한 

방식으로 기존에 공개된 수많은 연구가 이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만들어 왔다. 

시뮬레이션 모델이란 실제 물리 모델을 모사한 

소프트웨어이므로 UML이 가진 모델링 철학이 잘 맞기는 

하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 더 알맞은 

방법론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상용 시뮬레이션 모델링 도구 

 

 디지털 제조 시뮬레이션 상용 모델링 도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Table 1과 같이 Rockwell Software사의 Arena, 

Dassault Systems사의 QUEST, Simens의 Plant 

Simulation이 있다. 각 사의 솔루션은 기본 기능은 

유사하지만 각기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Arena는 VBA를 이용하여 내부 흐름 로직 컨트롤을 

수행하는데 사용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코팅 실력을 

필요로하는 대신 자유도가 높은 2D 기반 솔루션이다. 

QUEST는 Delmia Built-in Language를 사용하며 Full 3D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높으나 데이터 입출력 방식이 타 

솔루션에 비해 불편한 특징이 있다. Plant Simulation은 2D 

기반 패키지로 데이터 입출력 방식이 자유로우나 이송 설비 

제어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Table 1 Features of simulation modeling tools 

이름. 개발사 특징 

Arena
Rockwell 

Software

· VBA를 내부 흐름 로직 컨트롤로 사용 

· 사용자가 코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자유도가 매우 높음 

· 2D 기반의 솔루션, 일부 3D 제공 

QUEST
Dassault 

Systems

· Delmia Built-in Language을 사용 

· FULL 3D 

· 실제 공정 모사의 높은 사실성이 장점 

· 데이터 입출력 방식이 타 솔루션에 비해 

떨어짐 

Plant 

Simulation
Simens

· 2D 기반의 Factory Simulation 패키지 

· 2D 모델링 후 3D로 변환 가능 

· 데이터 입출력 방식에 장점을 가짐. 

· 이송설비 제어 부분에서 단점을 가짐 

 

3.1 DELMIA QUEST 

QUEST는 유연하고 객체 기반, 그리고 물리 기반의 이산 사

건 솔루션으로 타 솔루션이 2D기반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3D기

반으로 개발되어 3D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진다.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프로세스 흐름과 생산 요

구 사항 확인, 3D 기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성공적인 커



뮤니케이션 및 프레젠테이션, 공간 활용 최적화, 비용과 리스크

의 최소화, 장비 활용의 최대화, 인력 재배치 또는 자동화, 생산 

일정 검증이 가능하다.  QUEST 모델링 절차는 시뮬레이션 범

위에 속하는 자원 정의 , 어떤 자원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많은 소요시간을 들여 만들어내는지를 결정하는  프로세

스 정의, 공장내에서 정의된 자원을 흘러감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품 정의, 제작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자원으로 제품을 연결해

주는 이송자원 모델링, 추가 정보 정의 단계로 수행한다.  모델 

컴포넌트는 크게 Physical Model과 Logical Model로 나눌 수 있

으며 Physical Model로는 시스템에서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

는 역할을 하는 Element, 제품에 해당하는 Parts로 구성되고,  

Logical Model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설정과 QUEST의 

Built-in Language인 SCL(Simulation Control Language)을 이

용해서 컨트롤한다. Fig. 3과 같이 모델링 절차와 모델 컴포넌트

를 이용하여 단일 머신 레벨부터 Job shop 레벨까지 공장의 모

델링이 가능하며,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가 출력이 가능하다. 

 

Fig  3 A example of modeling and result using QUEST 

 

3.2 Plant Simulation 

Plant Simulation은 지멘스의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으로써 모델링, 시뮬레이팅, 분석, 가시화, 그리고 생산 시스템

의 최적화를 수행한다. 2D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3D 변환이 가능하다. 아키텍처 측면에서

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Fig. 4와 같이 사용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클래스는 다양한 형

태로 정의 될 수 있어복잡한 모델을 만들 때 빠르고 쉽게 구조를 

구축에 용의하며, 하향식 및 상향식 설계 방식을 선택하여 복잡

한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액세스, 오라클 DB, 엑

셀 워크시트 또는 SAP와 같이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

오기에 용이한 구조로 시스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Fig. 4 User Interface of Plant simulation 

 

3.3 Arena 

Arena의 주요 기능 및 특징으로 프로세스나 로직을 나타내는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배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하게 되고, 실제 상황에 알맞은 개체는 모델러의 도

움을 받아 Entity, Flow, 시간계획 등을 나타내는 각각의 모듈로 

구현이 됨. Cycle time이나 WIP와 같은 통계적 자료는 보고서 형

태로 출력이 가능하다. 또 MS의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으며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를 내장하여 내부 흐름 로직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으며 MS Visio의 Flowchart를 지원하며 

Excel 형식이나 Access DB 형식으로 자료 출력도 가능하고 

ActiveX 자동화를 이용하여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용

이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Flowchart view와 

Spreadsheet view로 구분됨. Flowchart view에서는 Process 

flowchart, Animation 등을 포함한 모든 모델의 그래픽적인 부분

을 포함. Spreadsheet view에서는 시간, 비용 등과 같은 모델 데

이터를 표시하게 된다. 프로세스 로직 설계를 위해 모델 윈도우 

안에 Fig. 5와 같이 모듈을 배치하고 배치된 모듈을 flowchart로 

연결하여 logic을 완성한다. 



 

Fig. 5 A example of Process logic modeling using arena 

 

4.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 

4.1 기존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의 문제점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이에 필요한 자료 분석, 시뮬

레이션 모델링, 시뮬레이션 V&V(Verification & Validation)의 순

서로 이루어진다.  이산 사건 시스템을 다루는 시뮬레이션의 경

우 대개 Fig. 6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이는 이산 사건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기본 모델링 절차의 변형 모델로써 시뮬레

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Christopher, 2003) 위 절차는 초기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서도 채택되었다. 자동차나 전자산업에서는 1990년

대부터 상용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생산성 개선 사례가 보

고되어왔지만 조선산업의 경우 2003년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조선소 구축 프로젝트 수행된 기록이 본격적인 공장 시

뮬레이션 기술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대형 조선소를 중

심으로 다양한 접목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기존 모델링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모델링과 업무로

직 모델링이다. 조선소의 경우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공정의 대부

분이 잡샵이나 배치샵 형태로 특정한 흐름이나 관계가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시뮬레이션 모델링 도구들은 자동차, 반

도체 공정을 중심으로 개발 및 업데이트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

로직에 대한 부분은 라인 플로우 형식의 생산공정이나 제품별 

표준화된 공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인해 

조선소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델러 외에도 전문

적인 수준의 로직 작업자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선박, 해양플랜트 제품과 건조공정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로직 모델링 프로세스 추가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소 시뮬레이션은 데이터 수집, 분석 측면에

서도 다른 분야와 차이가 있다. 대량생산을 하는 산업의 경우 일

반적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와 같은 실적 집계 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소의 경

우 제품과 생산현장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MES를 비롯한 상세

한 실적집계 시스템 도입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

한 정보가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이는 ERP와 MES를 통해 충분

히 획득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소의 경우 MES의 역할을 일정계

획 전문 시스템인 APS(Advanced Planning System)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ME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

족하며 기존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업

무로직 모델링의 경우와 같이 APS 등 생산기준정보, 생산일정

계획정보의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용 데이터 모델링 절차가 추

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 특성을 반

영한 업무로직과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였

다.  

 

Fig. 6.Practical approach of simulation modeling process 

 

 

 



4.2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 필요 조건 

앞 선 방법론을 분석하고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입장

에서 한계점을 도출해보면, 우선 조선소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가진 공정과 제품의 특징이 기존 방법론의 전형성 사이에 혼재

되어 있으므로 이런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시뮬레이션의 입장에서 쉽게 규정할 수 없이 혼재된 환경 내에

서 시시각각 정보가 변환하며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이런 다이나

믹한 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

론이 필요하다. 

 

4.3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 제안 

조선소의 생산 특성과 기존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의 기반은 단위 공정 정보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 여기서 공정 정보는 다른 상용 시뮬레이션 

제품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개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지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제품의 단위 공정으로 설비, 자원, 인

력, 시간과 느슨한 연결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소의 현장 상황(주로 비어있는 공간과 가용한 

설비, 인력)에 따라 공정의 제한 조건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다

이나믹한 모델 재구성이 가능해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을 실행 계획 검증 

수준에서 진행하면서 조선소 생산 현장에 적합한 모델링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기존 방법론과 상용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조선소의 특성을 결합하여 기본적인 

방법론의 요건을 정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수행에 결합하여 실제 정보를 정확히 예측하고 

의미있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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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계 동역학 기반의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선박 진수 사례 
시뮬레이션 

구남국, 하솔, 이규열(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노명일(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There are several kinds of mechanical systems that are under event-triggered conditions. For the dynamic analysis of 
such mechanical systems, a dynamics kernel that can generate equations of motion for mutibody systems in the simulation 
program was developed. For complex multibody systems, a multibody dynamics kernel was developed to generate the 
equations of motion for multibody systems. To generate the equations of motion, the recursive formulation method was 
used. Using the developed dynamics kernel, the dynamic responses of multibody systems can be carried out. For the 
dynamic response analysis, an external force calculation module was developed. The developed module calculates the 
hydrostatic force considering the nonlinear effects and the linearized hydrodynamic force by using the 3D Rankine panel 
method for the forces exerted on the floating crane. The kernel can also be used for the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a 
general multibody system operating in ocean waves. With the use of the dynamics kernel developed in this paper, a dynamic 
response simulation of lunching process of the ship using two floating crane was carried out.  
 
Keywords: Dynamic response analysis (동적 거동 해석), Multibody System(다물체계 시스템), Discrete event simulation(이산사건 시뮬레이션)  
 

1. 서 론 
일반 산업 분야에서 실제 제품 제작 이전에 제품 자체의 

혹은 제품 제작 공정에서의 동적인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선 생산 
현장에서도 역시 많은 기계 시스템(Mechanical system)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생산 공법 적용 
이전에 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작업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Fig. 1은 조선 현장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기계 시스템의 예시이다. Fig. 1 (a)는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골리아스 크레인, 
Fig. 1 (b)는 일반적으로 골리아스 크레인보다 더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해상 크레인, Fig. 1 (c)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이다. 이러한 기계 
시스템들은 보다 정확한 생산이나 설계를 위하여 동적 거동 
해석을 필요로 한다. 

Fig. 1의 모든 기계 시스템은 여러 개의 강체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강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절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구속력을 주고 받으며 그 움직임을 
서로 제한한다. 

 

(b)(a)

Load

Goliath Crane

Wire rope

Floating Crane

Load

(c)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Fig. 1 Various types of mechanical system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 goliath crane; (b) floating crane; and (c)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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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기계 시스템을 다물체계 
시스템 (Multibody system)이라고 하며, 현장에서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해서 상용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확한 유체력, 
즉 유체 정역학적 힘과 유체 동역학적 힘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을 탑재하거나 
선박을 진수시키는 공정의 경우, 크게 와이어를 감아 블록을 
들어 올리고 (hoisting-up) 블록을 원하는 위치까지 
운반하고 (transport), 다시 와이어를 풀어 블록을 내려놓는 
(hoisting-down)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된 공정을 진행하는 동안 해상크레인은 바다 
위에서 유체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역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동역학 커널(dynamics kernel)과 유체 정역학적 
힘과 유체 동역학적 힘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 
하였으며, 이들을 통합하여 해상에서 작업하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역학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범용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에 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 대해 소개하며 4장에서는 
유체력을 계산하는 모듈의 개발에 대하여 설명한다. 
5장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선박 진수 사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연구현황 

 
ADAMS(Automatic Dynamic Analysis of Mechanical 

Systems)는 범용 다물체계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Orlandea et al. 1977, Schiehl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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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정역학적 힘이나 
동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ODE(Open Dynamics Engine)는 공개용 동역학 엔진 
모듈로서 공개 라이브러리 형태이다(Smith 2006). 
augmented formulation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며 fixed, universal, spherical joint등의 관절(joint)을 
지원한다. 외력은 사용자가 간단한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역시 유체 정역학적 힘이나 동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RecurDyn은 앞서 소개한 다른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recursive formulation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fixed, universal, spherical 
joint등 여러 가지 타입의 관절(joint)을 지원한다. 본 
소프트웨어 역시 단순한 외력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유체 정역학적 힘이나 동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동역학 커널은 recursive 
formulation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fixed, universal, spherical joint등 여러 가지 타입의 
관절(joint)을 지원한다. 또한 유체 정역학적 힘이나 동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동역학 커널과 통합하였다.  

 
3.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 개발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역학 커널을 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동역학 커널의 
기능과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구성을 위해 적용한 
recursive formulation에 대하여 설명 한다. 

 
3.1 기준 좌표계 및 강체의 속성 정의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물체계 시스템은 여러 개의 

강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강체의 위치 및 
자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에 고정되어 기준이 되는 
관성 좌표계(inertial reference frame) 및 각각의 강체에 
고정되어, 강체의 위치 및 자세를 대표할 수 있는 물체 고정 
좌표계(body-fixed frame)가 필요하다. 또한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강체의 
질량(mass), 질량 중심(center of mass), 질량 관성 
모멘트(moment of inertia)와 같은 강체의 속성들이 정의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역학 커널은 
기준 좌표계 및 강체의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3.2 관절로 연결된 두 강체의 속도 및 가속도 관계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물체계 동역학 기반의 recursive formula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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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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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큼 회전했는지 나타내주는 변수를 qi+1로 
정의한다.  

여기서 관성 좌표계(inertial frame) {n}을 기준으로 각 링크의 
무게중심의 병진 속도를 나타낸 벡터를 vtransi, vtransi+1 라고 
정의하고, 각 물체 고정 좌표계 {bGi}, {bGi+1}가 {n}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각속도를 vroti, vrot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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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 += +v v v &   (1) 
1 1 1( )rot rot rot

i i Ji i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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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자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속도 atransi및 각 가속도 aroti+1의 계산이 가능하다. 

 
1 1 1( )trans trans trans

i i Ji iq+ + += +a a a &&  (3) 
1 1 1( )rot rot rot

i i Ji i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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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 ù é ù
= =ê ú ê ú

ë û ë 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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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및 가속도는 물체의 병진 속도, 각속도 그리고 병진 가속도, 
각 가속도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 1 1( )i i Ji iq+ + += +v v v &   (6) 
1 1 1( )i i Ji i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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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된 상대 속도 및 가속도로의 합으로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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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1q& ~ 4q& , 그리고 가속도 1q&& ~ 4q&& 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해 각 관절에 가해야 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구성해보자. 

 

①

②

③

④

ⓞ
1J

2J

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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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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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각 강체가 계산된 속도 및 가속도로 움직이기 위해, 각 
강체에 작용해야 하는 총 합력 

iF 및 
iτ 모멘트는 아래의 

Newton-Euler equation으로 계산할 수 있다. 
 

trans
i i 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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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로 표현하면 식 (18)과 같다. 
 

Ttotal T T
i i ié ù= ë ûF f τ   (18) 

 
여기에서 강체 3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강체 3이 받는 힘으로는 관절 3으로부터 받은 힘 
3
jointF 그리고 

중력, 유체력, 바람과 같은 외력 
3
extF 가 있다. 이렇게 받은 힘 

중 일부는 강체 3이 움직이는데 사용되고( total
iF ) 일부는 관절 

4를 통하여 4번 강체로 전달된다(
4
jointF ).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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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세 번째 항은 외력으로서 주어지지만, 두 번째 항은 4번 
관절을 통해 4번 강체(다음 강체)로 전달되어야 하는 값으로서 
계산되어야 하는 값이다. 이에 다음 강체가 없는 마지막 강체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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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Featherstone, 2008). 

 
4.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외력 

 
3장에서 설명한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한 뒤에는 외력을 입력하여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고려한 외력은 비선형 유체 정역학적 
힘(hydrostatic force with non-linear effect), 선형 유체 
동역학적 힘(linear hydrodynamic force), 중력(gravitational 
force)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외력들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구현 하였다. 

 
4.1 유체정역학적 힘 

 

부유식 플랫폼에 작용하는 유체정역학 힘
,
e
P Hydrostaticf  은 매 

단위 시간마다 변하는 플랫폼의 자세와 파고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며, 식 (25)와 같다(Lee et al. 2010). 

( )

( ) ( )

( )

,

, ,

,

,

[ 0 ; 0 ; ; ;

 ; 0 ]

e
P Hydrostatic

sw Buoyancy
V t V t

T
Buoyancy

V t

t

g dV y dV

x dV

r=

-

ò ò

ò
q q

q

f q

 (25) 

여기서 SWr 는 해수의 밀도, g는 중력가속도, ( , )V tq 는 
플랫폼의 침수 부피, Buoyancyx , Buoyancyy 는 부력 중심의 
좌표이다. 
 

4.2 유체동역학적 힘 
 

유체동역학적 힘은 3D Rankine panel method를 사용하여 
시간 영역에서 계산하였다. 속도 포텐셜(velocity potential)의 



지배 방정식은 식 (26)과 같이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이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계류되어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진 속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속도 포텐셜을 입사파 포텐셜(incident 
potential)과 교란 포텐셜(disturbed potential)로 구분한다. 

2 0, I df f f fÑ = = +
(26) 

위의 입사파 포텐셜은 아래의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0    0I I at z

z t
f h¶ ¶

- =
¶ ¶    (27) 

+ 0    0I
Ig at z

t
f h¶

= =
¶    (28) 

0I

z hz
f

=-

¶
=

¶
    (2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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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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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I I

I I

I I

x y z t x y z t T

x y z t x L y z t

x y z t x y L z t

f f

f f

f f

= +

= +

= +
  (30) 

식 (27) ~ (30)는 각각 선형화된 운동학적 
자유수면(linearlized kinematic free surface), 선형화된 
동역학적 자유 수면(linearlized dynamics free surface), 
해저면(bottom) 그리고 방사(radiation) 경계 조건이다. 
여기서 ηI ,T, L 는 입사파의 진폭(amplitude), 주기(period), 
그리고 길이 이다. 

교란 포텐셜은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에 대한 식 (26) 
~ (29) 이외에 식 (31)의 물체 표면 경계 조건, 그리고 식 
(32)의 방사 조건을 만족한다. 

,d I
T Rt

f f¶ ¶¶
= - = + ´

¶ ¶ ¶
δ n δ ξ ξ r

n n   (31) 

2

2d d
d dt z g

h f nnh f
¶ ¶

= - +
¶ ¶    (32) 

여기서 δ 는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표면의 
위치벡터이고, r 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표면까지 의 위치 벡터, ξT는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중심까지의 위치 벡터

,1 ,2 ,3( , , )P P Pq q q  를, ξR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자세를 정의한 회전 각도 벡터

,4 ,5 ,6( , , )P P Pq q q  , 
ηd는 교란에 의한 파의 진폭, ν는 방사 조건 계수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문제는 먼저 입사 포텐셜을 해석적으로 
계산한 뒤 이를 식 (31)에 대입하고, 교란 포텐셜을 
수치적으로 풀어 계산한다. 이 때, 식 (33)와 같은 형태의 제 
2 그린 항등식(Green’ s second identity)를 사용하며, G 

에는 식 (34)의 3D Rankine Source를 사용하였다(Kring 
1993, 차주환 2010). 

Body F

d d
d d dS S

G GG dS G dS
n n n n

f ff f f¶ ¶¶ ¶æ ö æ ö= - + -ç ÷ ç ÷¶ ¶ ¶ ¶è ø è øòò òò
 (33) 

1 1( , )
4

G
p

¢ =
¢-

x x
x x

   (34) 

여기서 x는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된 3D Rankine 
source의 위치이고, x'은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된 3D 
Rankine source가 영향을 주는 panel의 위치 이다.  

이와 같이 계산된 속도 포텐셜을 베르누이 
방정식(Bernoulli equation)에 대입하여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고, 압력을 식 (35)과 같이 
물체의 침수표면적을 따라 적분하여 부유식 플랫폼에 
작용하는 유체 동역학적 힘 

,
e
P Hydrodynamicf 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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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여기서 S는 침수 표면적, r는 물체 표면에 위치한 각 
panel의 위치 벡터 즉,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표면까지의 위치 벡터이다. 

 
5.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선박 진수 사례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개발한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을 사용하여 

수행한 선박의 진수 사례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Fig. 4 The picture of the two floating cranes and the ship for the 
lunching process. 

Fig. 4는 도크의 면적 문제로 인하여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을 2척의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진수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건조된 선박은 accommodation과 일부 장비를 
설치하기 전이며, 무게는 3,800ton이다. 그리고 사용한 해상 
크레인은 3,000ton급 2기이다.  

 
Fig. 5 The lug arrangement for lunching process of the ship 

using two floating crane. 
 

 
Fig. 6 The simulation model of the two floating cranes and 

the ship for the lunching process. 
 
Fig. 5는 실제 선박의 진수를 위한 러그배치 도면, 즉 

해상크레인과 선박 사이를 와이어로프로 연결하기 위한 
도면이다. Fig. 6는 Fig. 4의 선박과 두기의 해상 크레인을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Fig. 5를 바탕으로 모델링한 결과이다. 단, 
선박과 해상크레인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는 가시화 
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하여 선박의 진수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 
되었으며, Fig. 7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1) 선박이 육상에 놓여 있음. 
(2) 선박을 hoisting-up 
(3) 해상 크레인이 측면 방향으로 이동하며 선박을 운반 
(4) 선박을 hoisting-down 
(5) 선박의 lunching이 완료되어 수면이 떠있음 
 
 
 

(1) (2)

(3) (4)

(5)

 
Fig. 7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for the lunching process of 

the ship using two floating crane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을 개발 하였다. 개발한 동역학 커널은 
유체력 계산 모듈과 함께 해상에서 운동하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본 프로그램 이용하여 선박의 
진수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의 구성과, 동적 거동 해석 수행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됨을 가시화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는 
본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와이어로프의 장력과 실제 
현장에서 계측한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비교하여 본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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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본논문의관심은선박및해양구조물의진수이후의후행공

정 및 일정 시뮬레이션과 최적화이다 해당 구조물의 생산은 도.

크를 중심으로 선행과정과 후행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선행과,

정에 비해 후행 공정 및 일정 관리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

으며 조선소마다의 설비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과 도크안벽 설, /

비의 지리적인 특징에 많이 지배받게 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참.

고로 는대상호선 척을기준으로크레인부하Lee, et al.(1995) 4

및 용접장을 고려하여 부하 평준화를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는 도크에서 탑재 작업시 제약이론을 기반 최Ryu, et al.(2004)

대부하감소알고리즘으로블록탑재네트워크에서의부하평준

화를 시도하였다 두 논문 모두 블록 탑재 일정에 관한 관심에.

국한되어 있다 또 한편 대부분의 조선 해양 구조물 생산 업체. ,

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도크 및 안벽 운용 계획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 와. DSME ThirdAPS LOPPS

의(LongTerm Process Planning System), STX SAPS(STX

등이 있다 하Advanced Planning System) (Choi, et al., 2011).

지만이는관습적으로수행되는규칙과각회사마다보유한설비

를 근간으로 하는 일반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결과치를 참조하‘ ’

고 있으며 전문가가 매월 매주 수행하는 품질 이상의 결과를, ,

확보하지못하고있으며 해당결과물의편의적기능에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진수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생산에 있어서

차원적인도면의한계를벗어나 차원적으로설비들을 조망하2 , 3

여 현실성 있는 배치와 운용을 가능케 하며 후행 공정에 관한,

중일정 수준의 정보를 대일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식의 정보 선행화를 지향한다 더불어 공간적 배Bottom-up . ,

치와시간적일정계획을병행하여문제현실성을높였으며 해당,

상황을최적화문제로정식화시켜 작업자가수작업으로얻어낼,

수 있는 출력보다 설정된 성능부하 평준화 잔업률 유휴율 차( , , )

원에서 더 우수한 일정 계획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는 조선전용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혹은 시스템과, ERP APS

의인터페이스 그리고공간시간을고려한최적화문제도출등, /

의 항목이필요하였다 한편 는박사학위논문에서선. Lee(2008)

박 후행 공정의 특징과 시스템 통합에 관한 연구를 Primavera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P3ec .

조선 프레임워크의구축은본연구에서수행되는모든과GIS

정과 핵심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

안벽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후행공정 최적화

유원선제주대학교 최형순인포겟시스템주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 ( ( )), ( )

요 약

선박과 해양구조물 생산과정에서 후행 일정 및 공정의 관리는 도크 이전의 선행공정과 달리 비교적 경험적이고 복잡한 다중

공정이일반화되어있으며체계적인관리가아직만족한수준이아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선의생산과정에서후행공정이차지. ,

하는시간과자원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도크안벽생산계획에대한실제공정의검증그리고실제생산시스템에대한/

적용측면등에서한계가있고 후행공정의복잡하고다양한제약조건등으로인해 중일정단계에서의계획과검증의적용사례, ,

가미비한상태이다 본연구에서는도크와안벽에서발생되는다양한후행공정과일정계획 설비 인적물적자원등을고려하. , , /

여 설계초기단계에서후행일정의최적화를시도하였다 이를위해서 조선전용지리정보시스템. , (Geographical Information

이하 의개발과활용 시스템을통한주요선표일정 생산 정보 표준호선정보 도크와안벽주변System, GIS) , ERP , Calendar , ,

의 설비 마지막으로 도크안벽 일정 및 배치 시뮬레이터를 위한 생성 및 추론기관의 개발 등을 선행하였다 한편 본, / Rule-set .

연구에서활용된일정최적화문제의특징은모든후행공정들이지켜야하는완료일자 작업가능일정등의시간축개념이도,

크안벽설비의용량등의공간축과긴밀하게연결되어정밀도와현실성을높였으며 결과적으로건조호선의다양한후행공정/ ,

일정을 부하 평준화 잔업률 유휴율 측면에서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 .

Keywords : 후행 계획 일정 최적화Outdoor Planning( ), Process planning optimization( ),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customized for

조선전용 도크안벽주변의시뮬레이션shipbuilding industry ( GIS), Process simulation around quays and docks ( / ), Rule-set and Inference

추론엔진Engine ( )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는 일반화에 목적이 있다 또한 같은 조선소라 하더라도 설비의.

증설 보강 폐쇄에도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가능케, ,

한다 예를들자면 미래에추가될안벽을가(Choi, et al., 2011). ,

정하고 일정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설에 대한 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해양 생산관리에서. Fig.1

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 관리를 위해 조선소 내의 공GIS .

간과설비용량등에관련된각종데이터를구축하여 관리영역,

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 연산하여 제공하게 된다, .

를 통해확보된공간정보와선표를필두로하는다양한시간GIS

정보를 혼합하여 일정계획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pace

이하 의개념이필요하Time Allocation ( STA, Bay, et al., 2010)

였으며 안벽시뮬레이션의결과와연결하여최적화문제를구성,

하였다.

Figure 1. The role of GIS at the product management of

shipbuilding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조선전용“ ,

시스템을이용한다양한시도중에서도크배치자동화시스GIS

템을 구축에 있어서 활용 예로는 도크 안에 호선의 배치와 확인

이 로가능하도록설계되었다 주요여유치수가자동으로표3D .

시되며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확대기능을 이용해서 가상 배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참조.(Figure. 2 )

Figure 2. 3D allocation simulation on the dock

안벽 시뮬레이션2.

Figure 3. Overview of the inference engine about quay

allocation and movement

최근해양구조물을비롯하여복잡한의장설치가필요한호선

을 중심으로 후행공정 기간이 선행공정의 그것보다 더 길어지고

후행공정에서발생되는공정및작업이복잡다양해지는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후행작업 기간 동안 안벽 배치와 호선의 이동.

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후행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후

행 공정의 사전예측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표로부터. ,

정보와 각 호선의 주요 일정을 획득할 수 있다Calendar .

정보로 부터는유휴일과작업일의정보획득이가능하Calendar

지만 진수 이후에 어떤 안벽에 어떤 호선이 후행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획득할수있다 은본시뮬레이션의추론엔진에. Figure 3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수빅한진중공업Figure 4. Quay Simulation at HHIC ( )

는 수빅 한진 중공업 야드의 지형적 설비적Figure 4 (HHIC) ,

특성을 로구축한후에안벽시뮬레이션과연결한한예이다GIS .

하단 부위의 는 안벽별 계류 호선의 배치와 이동 상Gantt Chart

황을보여준다 본연구에서는안벽시뮬레이션을구동하는사건.

이 크게두가지종류로구분된다고봤다 첫번째는호선의안.

벽 할당에 관한 문제인데 선표의 주요 이벤트에 속하는 호선의,

진수 시운전 그리고인도이며 두번째는호선의불가피한이동, , ,

에 기인한다 첫 번째의 경우 해당 도크에서 호선이 진수된다고.



가정할때 어떤안벽에계류를시키는가에관한문제이다 안벽, .

마다해당호선이계류될때선호점수를부여하여그중가장큰

점수를할당받은안벽에배치하는방안을택하였다 에서. Table 1

는 각 호선이 부여받게 되는 선호도 점수를 현재 배치 상태 가,

능뱅킹호선수 그리고안벽성향선종에적합한설비보유등, (

으로 안벽이가지는선호도에따라정리하였다 여기에작업동) .

선까지고려하여최종점수가부여된다 안벽의종류로는물리적.

으로 야드에 존재하는 것 외에도 사외안벽 묘박지와 같은 임시,

계류지도포함하며이는계류될안벽이존재하지않는경우를대

비한다 첫번째구분에시운전이포함된이유는 선박. LPG/LNG

의경우시운전시안벽을비우는공백이길고 그동안해당안벽,

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 시간의 활용을 위해 추가되었다.

존재종류 Banking 선호도 Point

Empty SB

＃１ １００

＃２ ９０

＃３ ８０

Occupied but has

space

DB

＃１ ７０

＃２ ６０

＃３ ５０

TB

＃１ ４０

＃２ ３０

＃３ ２０

Fully occupied -

＃１ １０

＃２ ９

＃３ ８

Table 1. Preference of the quays when a ship is

allocated

안벽시뮬레이션의두번째의경우 예를들어서해상크레인,

을 통한 블록 탑재 다른 호선의 선표 이벤트 작업에 수반한 불,

가피한해당호선의이동등이이에속한다 도크와안벽의지리.

적인관계 연관성마다다른결과를보여주며 해당작업에따른, ,

각각의안벽호선의반응은 에 구조로 화시Rule-Set If-then DB

켜서 시뮬레이션에 반영토록 하였다.

에서는 사의 번도크에해상크레인이블록탑재를Table 2 H 3

시도할 때 주변에 영향을 받는 번 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호선, 1

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표의 굵은 선의 좌측이 조건에 해당하며 우축은. If , Then

행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도크와 안벽에서 수행되는 호선의.

배치와 이동상황을 화하여 추론기관을 구축하였다Rule-Set .

이와 같은 안벽 시뮬레이션이 구동되면 크게는 호선마다 배,

치되는 안벽과 계류기간이 정해지며 작게는 안벽의 호선이동까,

지 고려된구체적인공정진행가능한계류일정이산출된다 참.

고로 조선 전용 시스템의 에는 해당 안벽의 배치GIS DB table

허용 길이 가능 여부 등의 생산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Banking

으며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한다.

작업

도크

관심

안벽

안벽

호선

안벽호선

행위

소요시간

안벽이동 탑재시간

No. 3 No. 1
3400

이상TEU
Anchoring 시간2 시간3

No. 3 No. 1
3400

이하TEU

좌측으로

70m
시간1 시간3

Table 2. A example of Rule-set related to the ship

moving at the quay activated by the block erection using

a sea crane

은두호선만을대상으로하는후행공정중에하나Figure 5.

인 과 에 국한한 진수부터 인도까지의Main Engine Shaft Team

일정표이다 색이 표현된 라인은 유휴일과 각종 호선 배치와 이.

동으로 인해 작업 불가한 날을 표시하고 있다.

후행 안벽 중일정 최적화3.

최적화 정식화3.1

아래수식은후행안벽중일정을위한최적화정식화식이다.

Minimize,


 


     (1)

Subject to,


 ≤  ≤  ≤ 

 (2)




≤  (3)

Figure 5 Outdoor Schedule table at the quay stage (only Main Engine and Shaft Team)



where,  are design variables which are the position

on the time table of a ship() and its work(),

  

   means the job start time

   means the job end time

 are the weighting factor of each objective

 is the variance of load distribution

 is the rate of extra work time

 is the rate of idle work time




 are the maximum total work time of

each kind of work per a day

 are the limited work hour per a day including

the limited extra work time

정식화 설명3.2

Figure 6. Main and basic outdoor work processes of a

standard ship

설계변수( 는 호선별) ( 작업별( 개시 시기와 종료)

시기를 나타낸다 호선의 종류와 야드의 특성에 따라 후행 일정.

에서 시행되는 작업의 공종은 서로 다르며 소요되는 시간도 다,

양할 수밖에 없다 선종 별 표준 호선이 가지는 후행 공정을 대.

상으로 설계변수화 시켰으며 에서는 대표적인 후행 공, Figure 6

종들을 나열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목적함수는 설계변수로 결정되는 공종 부하률 잔업률 유휴, ,

율을대상으로한다 결과적으로최적해가도출된다면다수의호.

선 후행 공정에서 균일한 부하율 잔업시간의 최소화 그리고 일,

의연속성을보장할수있을것이다 본최적화문제의구속조건.

은 선표일정을 지켜야 하며 후행 공종 팀별 하루에 일할 수 있,

는 제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문제의 특징은 많은 호선들.

과 각각 속한 공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설계변수의 개수

가상당히크며 가지의목적함수가비중인자로연결된다목적, 3

최적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결과적으로본최적화의수행후에는기간별총공정진행률,

공정별진행률 생산부서별진행률 작업장소별진행률등다양, ,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결 론4.

본연구에서는안벽시뮬레이터를이용한후행공정최적화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개발된 안벽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체계적.

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호선마다의 다양,

한 후행 공정을 주요 선표 이벤트에 맞추어 최적화하는 방안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하나의회사에특화된시스템이되지않도록공간정보와이에

관련한 공정정보는 조선전용 로 표준화하여 프로그램에GIS DB

일반화 시켰으며 안벽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험적 관습적, ,

규칙을 호선안벽배치와호선이동으로분류하고 화하Rule-Set

여 안벽 시뮬레이션의 추론 엔진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안벽.

시뮬레이터의 구축은 중일정 수준의 정보를 초기 대일정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밀도를 가질 수 있는 프레,

임워크확보를의미한다 또한구축된안벽시뮬레이터를이용하.

여 후행 공정 일정 최적화를 시도하였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된,

선행 일정 계획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모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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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터의 실시간 경로 변경을 고려한 최적 블록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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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에서는 블록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일정 계획을 맞추기 위해 트랜스포터 담당자가 경험 및 블록의 공정

단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블록 운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블록 운송 경로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트랜스포터의 작업 지연으로 인해 블록 운송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블록 운송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블록 운송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장애물이 발생한 경로를 지나는 블록들만 최단 운송 경로를 빠르게 다시 계산하기 위해, 블록

운송 출발지와 도착지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A*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때, 장애물이 발생한 경로 직전의 위치를

출발지로 하여 최단 경로를 계산하다가 이전 경로로 복귀하는 경우 계산을 종료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한 자료구조를 설계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을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 적용하여 실시간 경로 변경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Keywords: Transporter(트랜스포터), Block transportation(블록 운송), Shortest path(최단 경로), Optimization simulation(최적화 시뮬레이션) 

 

 

1. 서 론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 시 정해진 일정 계획에 

맞추어 생산 공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트랜스포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조선소 내의 대표적 물류인 블록의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운송 비용을 감소하며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선소에서는 

트랜스포터 운용 담당자의 경험 및 블록의 공정 단계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트랜스포터에 블록을 할당하여 운송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트랜스포터의 운송 

상태 및 경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운송 경로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트랜스포터의 고장으로 인해 다른 트랜스포터의 경로를 

막는 등 블록 운송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트랜스포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경로 변경을 고려한 트랜스포터의 최적 블록 운송 계획이 

필요하다. 즉, 예상치 못한 경로의 변경에 따라 블록 운송 

계획을 실시간으로 재수행하여, 트랜스포터의 최단 운송 

및 공주행 경로를 재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2. 관련 연구 현황 

 

Joo, et al.(2005)은 트랜스포터의 블록 운송 계획을 

세우기 위해, 비슷한 중량을 가진 블록들을 그룹으로 묶어 

각 그룹마다 한 종류의 트랜스포터로 운송하도록 

가정하였다. 그리고 각 그룹에서 최단 거리에 있는 블록들을 

순서대로 운송시키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적재 능력이 다양한 트랜스포터를 

고려하기 어려우며, 운송 블록의 순서, 트랜스포터 간의 

관계, 교차 주행, 실시간 경로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Yim, et al.(2008)은 복수 트랜스포터의 공주행 거리 

최소화를 고려한 블록 운반 계획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 하였고, 개미 알고리즘과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 해를 구하였다. 한편, 트랜스포터의 교차 주행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하며, 경로 

변경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Cha, et al.(2012)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완성도 

있는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트랜스포터의 교차 주행 여부를 고려하여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특화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실시간 경로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본 논문에서는 Cha, et al.(2012)의 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경로 변경을 

고려한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일대일 연결하여 최단 경로를 

계산할 수 있는 A*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최적 블록 

운송 문제에 적합하도록 A* 알고리즘을 수정하였고 이를 

위한 자료구조를 제안하였다. 

 

3. 트랜스포터의 최적 블록 운송 문제 

 

3.1 최적 블록 운송 계획 절차 

 

Fig. 1은 트랜스포터의 최적 블록 운송 계획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Yim, et al., 2008). 

 

②블록간의최단경로계산

③트랜스포터별 블록할당및

블록운송순서결정

①트랜스포터, 블록및경로 정보

④최단경로 계산및블록할당, 

운반순서결정완료 (종료)      

⑤장애물에의한경로변경

 
Fig. 1 The process for optimal block transportation 

scheduling 

 

첫 번째 단계(Fig. 1의 ①)에서는, 트랜스포터의 적재 중량, 

공주행 및 주행 속력, 작업 가능 시간 등의 트랜스포터 

정보와 운송해야 하는 블록의 중량 및 출발/도착지 등의 

블록 정보, 그리고 트랜스포터가 이동하는 조선소의 

경로(Layout)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두 번째 단계(Fig. 1의 ②)에서는, 각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단 경로, 모든 블록의 도착지에서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Fig. 1의 ③)에서는, 블록 간의 최단 경로를 

기반으로 개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초기 블록 운송을 

계획하고, 이를 초기해 집합으로 가정한 후,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최종 블록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블록 운송 계획에 따라 

트랜스포터가 블록을 운송하게 된다(Fig. 1의 ④). 이 때, 

블록 운송 도중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작업 

지연, 트랜스포터의 고장으로 인해 운송 경로가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트랜스포터의 블록 운송 계획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재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Yim, et al.(2008)은 두 번째 단계에 

다익스트라(Dijkstr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도 최단 경로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계산에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블록간의 최단 경로 계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블록 간의 최단 경로 계산 과정 

 

블록 간 최단 경로 계산 과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각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블록의 도착지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3.2.1 각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 

 

Fig. 2는 3개의 블록에 대해 각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 예를 보여준다. 트랜스포터가 각 

블록을 출발지에서 싣고 도착지까지 운송하는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다. 각 블록의 출발지에는 “S”, 도착지에는 

“E”라고 표시되어 있다. 1번 블록의 출발지(1S)에서 

도착지(1E)까지, 2번 블록의 출발지(2S)에서 도착지(2E)까지, 

3번 블록의 출발지(3S)에서 도착지(3E)까지, 총 3번의 최단 

경로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즉, n개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n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2S

2E

3E

1번 블록

2번 블록

3번 블록

1E

1S

3S

 
Fig. 2 An example of calculating minimum path between the 

start and end points of each block 

 

3.2.2 모든 블록의 도착지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공주행 최단 경로 계산) 

 

Fig. 3은 3개의 블록에 대해 모든 블록의 도착지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 예를 보여준다. 

만약 Fig. 3의 (a)와 같이 1번 블록을 도착지까지 운송한 



뒤에 2번 블록을 운송하려고 2번 블록의 출발지로 

트랜스포터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최단 경로로 

이동하기 위해 1번 블록의 도착지와 2번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해야 한다. 이 때에는 트랜스포터가 

블록을 싣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공주행 경로라고 

한다. 그러나 Fig. 3의 (b)와 같이 1번 블록을 운송한 뒤에 

2번 블록을 운송하러 이동하는 것이 공주행 경로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 3번 블록을 운송하러 이동하는 것이 

공주행 경로를 더욱 단축시킬 수 있는지 계산을 수행해 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 즉, 1번 블록의 도착지(1E)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2S, 3S) 간의 최단 경로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또한 블록 운송 순서는 세 번째 단계(Fig. 

1의 ③)에서 계산되므로 어느 블록을 먼저 운송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Fig. 3의 (c), (d)와 같이 각각 모든 

블록에 대해 이와 같은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즉, 총 6번에 

걸쳐 최단 경로를 계산해야 한다. 즉, n개 블록에 대해 모든 

블록의 도착지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n(n-1)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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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calculating minimum path between the 

end points of all blocks and the start points of other blocks 

 

4. A* 알고리즘 기반의 블록의 최단 

운송 경로 

 

4.1 기존 연구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블록 

최단 운송 경로 계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P개의 절점(node)과 E개의 

간선(edge)으로 이루어진 그래프(graph)에서 하나의 

출발지와 출발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절점 간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Dijkstra, 1959). 출발지에서 시작하여 

인접 절점부터 모든 절점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출발지와 

모든 절점 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한다. 기존 연구(Yim, et al., 

2008)는 최단 경로 계산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4.1.1 기존 연구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각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 

 

우선, 1번 블록의 출발지(1S)와 도착지(1E)간의 최단 

경로를 계산해 보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1번 

블록의 출발지(1S)에서 1번 블록의 도착지(1E)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절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게 된다. Fig. 

4에서 1번 블록의 출발지(1S)를 제외한 모든 절점은 총  

32개 이므로 총 32번의 최단 경로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같은 방법을 2, 3번 블록에 대해서도 적용하면 총 

3×32=96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n개 블록과 

P개의 절점에 대해 n(P-1)번의 계산이 필요하다. 

3.2.1절에서 언급했듯이 총 n번의 계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n(P-1)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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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ath finding between the start and end points of 

each block using Dijkstra algorithm 



4.1.2 기존 연구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든 

블록의 도착지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1번 블록의 

도착지(1E)에서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2S, 3S)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절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총 31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2, 3번 

블록에 대해 확장하면 총 3×32=96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n개 블록과 P개의 절점에 대해 n(P-1)번의 

계산이 필요하다. 3.2.2절에서 언급했듯이 총 n(n-1)번의 

계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n(P-1)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절점의 개수 P가 블록의 개수 n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다. 

 

4.2 본 논문의 A* 알고리즘을 이용한 블록 최단 운송 

경로 계산 

 

A* 알고리즘은 하나의 출발지와 하나의 도착지 간의 

일대일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Hart, et al., 

1968). 출발지에서 시작하여 인접 절점으로 확장해가면서 

출발지로부터의 실제 거리와 도착지까지의 추측 거리의 

합을 계산하여, 그 값이 최소인 절점으로 계속 확장해 가는 

방법이다. 추측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의 정확도에 따라 계산 

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대다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비해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다. 

 

4.2.1 본 논문의 A* 알고리즘을 이용한 각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 

 

A* 알고리즘 이용하여 1번 블록의 출발지(1S)와 

도착지(1E) 간의 최단 경로 계산 과정을 살펴보자.  

i) 우선 출발지와 절점 간의 실제 거리를  G, 도착지와 

절점 간의 추측 거리를 H, 실제 거리와 추측 거리의 합을 

평가 거리 F라고 정의 하자. 이때, 추측 거리는 도착지와 

절점 간의 직선 거리로 가정한다. 

ii) Fig. 5의 (a)는 1번 블록의 출발지(1S)의 인접 절점인 

14번, 20번, 27번 절점에 대한 계산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1번 블록의 출발지(1S)와 14번 절점 간의 실제 거리(G)인 

2와 1번 블록의 도착지(1E)와 14번 절점 간의 추측 

거리(H)인 6을 합하여 평가 거리(F)를 계산하면 8을 구할 수 

있다. 20번, 27번 절점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 거리(F)를 

계산하면, 각각 12, 17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작은 

평가 거리(F)를 갖는 절점인 14번 절점을 선택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iii) 14번 절점의 인접 절점인 6번과 13번 절점에 대해 

평가 거리(F)를 계산하여 가장 작은 평가 거리(F)를 갖는 

6번 절점을 선택하게 된다(Fig. 5의 (b)).  

iv) 6번 절점에서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나 인접 

절점인 5번이 목표 절점인 도착지 이므로 5번 절점을 

선택하면서 최단 경로 계산을 끝낸다. 이처럼 인접 절점 

정렬 과정 중에 목표 절점인 도착지가 나오게 되면, 

도착지를 선택하면서 최단 경로 계산이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은 최단 경로 계산을 2, 3번 블록에 적용하여 총 

3번의 최단 경로 계산을 수행하면 된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총 93번의 최단 경로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n개의 블록에 

대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n(P-1)번 계산을 해야 

하는데, A* 알고리즘은 n번의 계산만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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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ath finding between the start and end points of 

each block using A*algorithm in this paper 



4.2.2 본 논문의 A*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든 블록의 

도착지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간의 최단 경로 계산 

 

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번 블록의 도착지(1E)와 다른 

모든 블록의 도착지(2S, 3S) 간의 최단 경로 계산을 위해 

2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2, 3번 블록에 대해 

확장하면 총 3×2=6번의 계산만 수행하면 된다. 따라서 n개 

블록에 대해 n(n-1)번의 계산이 필요하고, 이는 3.2.2절에서 

언급한 총 계산 회수와 동일하다. 4.1.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개 블록에 대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총 

93번, 일반적으로는 n(P-1)번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5. A* 알고리즘 기반의 실시간 경로 

변경 알고리즘 

 

조선소에서는 장애물이 발생 또는 다른 트랜스포터의 

고장 및 작업 지연으로 인해 특정 경로가 막혀있는 상황, 즉 

손상된 간선(이하 손상 간선이라 함)에 의해 블록 운송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상 간선에 의한 경로 변경(Fig. 1의 ⑤)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블록 운송 계획을 재수립 하기 위해 

A* 알고리즘을 수정 및 적용하였다. 

 

5.1 기존 연구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시간 경로 변경 

 

Fig. 6과 같이 모든 간선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때 ⑨번 

간선이 손상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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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dge numbering and the damaged edge(⑨) 

 

우선, 모든 운송 경로 중에서 손상 간선 ⑨번을 지나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총 n개의 블록에 대한 

운송 경로는 총 n + n(n-1)개가 존재하며, 각 운송 경로를 

구성하는 모든 간선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손상 간선 ⑨번을 지나는 운송 

경로를 찾으면, 1E → 2S, 3S → 3E, 1S → 3E 등이다. 이 

중, Fig. 7과 같이 1E → 2S의 운송 경로를 자세히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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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path between 1E and 2S through the damaged 

edge(⑨) 

 

이제 손상 간선 ⑨번을 제거 한 후에 손상 간선 직전 

절점인 4번 절점을 출발지로 하여 모든 절점에 대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한다. 1개의 최단 경로만 

재계산하면 되는 상황에서 모든 절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5.2 본 논문의 A*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시간 경로 

변경 

 

본 논문에서는 손상 간선을 지나는 운송 경로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모든 간선에 해당 간선을 

지나는 운송 경로를 저장하는 자료구조를 제안하였다. 

5.1절과 같이 ⑨번 간선이 손상되었을 때, Table 1의 자료 

구조를 통해 해당 손상 간선을 지나는 운송 경로가 1E → 

2S, 3S → 3E, 1S → 3E 등이라는 것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Fig. 8과 같이 1E → 2S의 운송 경로를 자세히 살펴 보자. 

손상 간선 ⑨번을 제거한 후에 손상 간선 직전 절점인 4번 

절점을 출발지로 하고 2E를 도착지로 하여 A*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최단 경로 계산을 재수행하면 4번에서 3번을 거쳐 

10번 절점으로 최단 경로가 계산되는데, 10번 절점은 이전 

최단 경로를 구성하는 절점이다. 이렇게 이전의 경로로 



돌아오게 되면 계산을 완료한다. 이와 같이 모든 절점이 

아닌 도착지만을 재계산 하기 때문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Table 1 The data structure of the path through each edge 

간선 No. 절점 No. 운송 경로 

1 1, 2 3S→3E, 1S→3E, 3E→1S, 3E→3S, … 

2 2, 3 3S→3E, 1S→3E, 3E→1S, 3E→3S, … 

3 3, 4 3S→3E, 1S→3E, 3E→1S, 3E→3S, … 

4 4, 5 1E→2S, 2S→1E, … 

5 5, 6 1S→1E, 1E→1S, … 

6 1, 7 2S→3E, 3E→2S, … 

7 2, 8 … 

8 3, 10 … 

9 4, 11 1E→2S, 3S→3E, 1S→3E, 2S→1E, 

3E→1S, 3E→3S, … 

10 5, 13 1E→3S, 3S→1E, 1E→2S, 1E→3S, … 

�  �  �  

47 30, 31 2S→2E, 2E→2S, … 

48 31, 32 … 

 

(a) 

1S

1 2 3 4

12

5 6

7 9 10 11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E

2S

2E

1E

3S

원래의 경로와

만나는 절점

→ 계산 STOP!
삭제

 
Fig. 8 The reconstruction of the shortest path between 1E 

and 2S using A* algorithm in this paper 

 

6. 적용 결과 비교 

 

6.1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블록 운송 실적 정보 및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 결과 

 

Fig. 9는 본 논문의 결과를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 

적용하기 위한 블록 운송 실적 정보이다.  운송 경로가 

나타나 있는 수빅 조선소의  Layout과 2012년 1월 2일에 

126개의 블록을 운송한 실적, 운송에 사용된 트랜스포터의 

정보 등이 나타나 있다. 

 

수빅 조선소 Layout

…

2012년 1월 2일, 126개 블록 운송 실적

트랜스포터 정보

 
Fig. 9 The block transportation data of the Subic shipyard in 

Philippines 

 

그리고 Table 2와 같이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기존 운송 실적에 비해 공주행 시간이 

52~58% 가량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he result of the optimum block transportation 

simulation 

 
트랜스포터 

개수 

블록 

개수 

총 주행 

시간 

공주행 

시간 

공주행 

비율 

현장 

실적 

5(main) + 

2(sub) 
126 

34h 

39m 
9h 26m 27% 

최적 

운송 

5(main) + 

2(sub) 
126 

29h 

12m 
4h 00m 14% 

 

 

6.2 블록 최단 운송 경로 계산 시간 비교 

 

기존 연구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와 본 

논문의 A*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최단 운송 경로 계산 

시간을 Table 3과 같이 비교하였다. 

 



Table 3 The comparison of the calculating time between the 

Dijkstra and A* algorithms 

비교 항목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기존 연구) 

A* 알고리즘 

(본 논문) 

각 블록의 출발지와 

도착지 

약 3시간 

(약 10,800초) 
1초 이내 

모든 블록의 도착지와 

다른 모든 블록의 출발지 

약 3시간 

(약 10,800초) 
52초 

실시간 경로 변경 
약 15분 

(약 860초) 
1초 이내 

 

계산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i7-2세대 CPU, RAN 

6MB이다. 실시간 경로 변경에 적용된 손상 간선을 지나는 

운송 경로의 개수는 10개였다. 기존 연구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계산 시간을 단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경로 변경을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터의 실시간 경로 변경을 

고려하여 블록의 최단 운송 경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A*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126개 블록 운송 실적에 대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한 기존 연구와 계산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10개의 블록이 운송되어야 하는 경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기존 연구는 약 860초(약 15분) 가량의 

최단 경로 계산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본 연구는 1초 이내에 

최단 경로 계산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경로 변경을 반영한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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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조선생산 실행시스템  

 
1황준하(지노스), 2류철호(인하공전), 3이필립(지노스), 4최양열(지노스) 

 

 

요 약 

 

조선소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생산계획시스템, 실행계획시스템 및 안전관리시스템등은 Web Base 혹은 Client Server 

Base application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계획과 현장 상황의 불일치, 현장 돌발 상황에 대한 시스템적

해결 방안 부재, 현장 담당자 Know-how에 의한 작업 절차 변경 반영의 어려움과 같은 더 생산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Mobile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조선 생산 실행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려함.  

 

Keywords: Cloud-Computing, Virtualization, SmartworkPlace, Mesh Network 

 

1. 서 론 

 

2008년도를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Cloud-Computing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IT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의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잘 관리되고 높은 확장성을 갖는 추상화된 컴퓨팅 인프라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유틸리티 

컴퓨팅이나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그리고 그리드(Grid)컴퓨팅 기술이 혼합된 

개념이다. 즉 하드웨어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 한다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유틸리티 컴퓨팅이나 SaaS와 유사하고, 분산된 여러 컴퓨팅 

자원을 취합하여 하나의 컴퓨팅 자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자원 제공자 측면에서는 그리드 컴퓨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1) 가트너 –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가진 IT 자원들을 ‘서비스’ 

개념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2) 포레스터 리서치 – 표준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IP를 

통해 제공되며, 언제나 접근이 허용되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사용량이나 광고에 기반한 

과금 모형을 제공하며, WEB 혹은 프로그램적인 

인터페이스 제공을 제시한다. 

 

 
[그림1.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도] 

 

구분 내용 

소프트웨어 

(SaaS) 

응용 프로그램/솔루션 제공 

(오피스웨어, 웹메일등) 

플랫폼 

(PaaS) 

개발환경, 데이터 연산 및 인프라 

제공 

인프라 

(IssA)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의 IT 

자원 제공 

 

[표 1.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및 내용] 

주: SaaS(Software as aService) ; PaaS(Platform as a 

Service) ; IaaS(Infra as a Servce)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본 론 

 

조선산업 및 제조 환경에서의 Mobile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적용은 몇 가지 관점에서 활용 되어진다. 첫번째는 

Application의 재활용에 대한 것 두번째로 데이터의 보안에 

관한 측면에서의 선택 세번째로 실시간 데이터의 조회 및 

변경이 그것이다. 

1) Application의 재활용 : Mobile 기반의 Application을 

신규로 개발하여 적용 하려 한다면 기존 

Application과의 중복 개발에 따른 비용 증가와 

Program Source의 중복에 따른 Maintenance의 

어려움과 비용 증가의 문제로 기존 Web Base 혹은 

Client Server Base 프로그램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Virtualization 방법 활용 

2) 데이터의 보안 : Mobile 기기로 기업의 Data를 조회, 

Update 및 Download시에 Mobile 기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며 이를 통해 기업 비밀 데이터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어 Mobile기기는 단순히 입/출력만 

수행하고 Processing은 Server에서 수행되는 

Virtualization 방법 활용 

3) 실시간 데이터의 조회 및 변경 : 조선소 및 제조업 

업무 환경은 PC 환경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 

조선소의 Yard에서 Data를 조회 할 수 없고 변경 

사항에 대한 입력 및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나 Mobile 환경을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자에서 실시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활용되어진다. 

 

 

 

 

 

 

 

 

 

 

 

 

 

 

 

 

[그림2. Virtualization의 개념] 

 

그림2.는 Virtualization의 개념을 보여 주고 있다. 

Virtualization은 Mobile 기기, Thin Client 혹은 전통적인 

PC에서 Application을 수행하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Application 가상화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Application을 

기동시키는 것이며 이 결과 값만 Mobile, Thin Client, 

PC에서 전송 받아 그 결과 값을 조회할 수 있게 구성되어 

진다. 이는 Mobile을 비롯한 Client의 Resource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서버의 Resource를 사용함으로 해서 Heavy한 

Application도 수행이 가능하며 그 결과 값에 대한 현장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입력 및 

결과 값에 대한 데이터가 서버에 보관 됨으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개념이다. 

D조선소의 경우 Virtualization을 구현하여 외부 

설계업체에 선박의 설계 업무 일부를 외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외주설계 업무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데이터의 보안이며 Virtualization은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조선생산 실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 조선소 Yard에 대한 Network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옥외 Yard의 경우 강재 및 블록과 

같은 적치물에 의한 간섭으로 음영지역의 해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WCDMA나 LTE망을 

이용하여 Network을 구축하는 방법이나 무선 Mesh 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망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다량의 중계기가 필요하고 매월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비해 Mesh 자가망을 구축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은 조선소가 부담하지만 월별로 지급해야 

하는 통신비 지급이 없어 Mesh망 기반의 조선생산 

실행시스템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림3. 무선 Mesh망 구현 예] 

 

무선 Mesh망은 Private Cloud를 제공함으로서 외부망과  

분리가 가능하여 데이터의 보안에 근본적으로 안전하며 

접속하고자 하는 단말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또한 최대 150Mbps이상의 Performance로 설계도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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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적합하다. Mesh망의 

Backbone 및 Bridge등은 Yard의 조명탑등과 같은 기존 

설치물에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상의 제약이 없으며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망을 활용하여 CCTV도 무선 설치가 

가능하다. 

  

 
[그림 4. 조명타워를 활용한 Mesh설치] 

 

Mesh망은 가시권이 확보된다면 30Km까지 통신이 

가능하여 시험운항중인 선박에 대해 Network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Multi Hop을 구성하여 Bridge, 

Repeater등에 장애가 있더라도 유효한 장비로 자동 

우회하여 안정적인 Network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5. 무선 Mesh를 활용한 시험운항 선박 Network 

구성] 

 

4. 결 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조선생산 실행시스템은 조선 생산 

Process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기존에 잘 구축되어진 

시스템을 활용하고, Mobile Device의 휴대성을 이용하여 

Real Time Feed Back을 통한 계획과 실적의 Gab을 최소화 

하며 현장 담당자의 경험에 기반한 작업 순서의 변경과 그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및 실행으로 능동적인 업무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생산 계획에 정의된 작업 일정에 대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원격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개선된 작업 

절차에 대한 검증을 통해 효과적인 작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생산실행시스템에 반영된다. 현장의 

실적이 생산계획이나 실행 계획에 즉시 반영이 되어 계획 

수립자에게 전달이 되므로 계획과 현장 실적의 차이가 

최소화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돌발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작업 일정 및 내용이 실시간 

전송 가능하여 밀폐공간 작업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수 있어 작업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조선생산 실행시스템은 각 

요소 기술별로 검증이 완료된 기술 기반 위에 계획되어 

있으며 과제를 통해 조선소에 Test Bed가 구축되어 그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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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위 생산정보의 하향식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상위 생산정보와 하위 생산정보의 쌍방향

융합을 통한 작업 생산성 향상, 작업자의 안전관리 향상, 조선소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스마트조선소의 구축을 목표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조선생산실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워크 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기능과 주요 특징, 주요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무선 메쉬망과 Application 가상화 시스템의 인프라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쳐가 소개된다. 현재는 모바일 환경에서 조선소 패널공정의 스마트 생산실행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를 완료하고 사례 시스템의 시제품 구현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의 기능 및 아키텍쳐를

검증하고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을 전사적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스마트조선소(Smart Shipyard), 제조실행시스템(MES), Application 가상화, 무선 메쉬망 

 

1. 서 론 

 

Smart Wok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개념은 이미 

저자들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서 소개된 바 있지만 (Ryu et al. 

2012) 본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한다. 

 『스마트워크(Smart Work)』는 Fig.1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의 개념으로,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장소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이동하는 동안에도 평소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제조산업으로 

확장한 개념이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 』이다.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는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서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공정실행계획(작업자별, 기계별 일정계획)을 세우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생산 진척을 파악하고, 생산 장애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생산 실적을 수집하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일일보고서와 주간, 월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생산관리업무, 롯트 단위나 품종 단위로 실적 공수, 

기계 가동 시간, 전력 소비량, 원자재 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계획과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이상 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적치를 보고하는 원가관리업무, 불량품의 집계,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등을 세우는 것과 수율, 직행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업무, 안전ㆍ보건ㆍ환경과 관련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해분석을 통한 적정 교육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재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관리업무 

등을 제조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Lucke et al. 2008) 

 

 

Fig. 1 Smart Work의 개념 

 

최근 IT 인프라의 발전과 발빠른 제조산업의 적용으로 

요즘 지면상에 소개되고 있지만, 제조현장, 즉 공장에서 

기존에는 사무실에서 작성되고 계획되고 공장에는 도면과 

같이 별도의 매체를 통해 전달되던 설계도면이나 실행계획, 

작업지시 등을 단순히 공장에서 원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의 일부 기능일 뿐이다. 조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소 내 IT 인프라의 구축으로 조선소 내 

여러 곳에서, 심지어 이동 중에도 어려움 없이 설계도뿐만 

아니라 여러 생산 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이전 논문에서는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에 

기반을 둔『스마트조선소(Smart Shipyard)』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조선소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위 생산정보의 

하향식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상위 생산정보와 하위 

생산정보의 쌍방향 융합을 통한 작업 생산성 향상, 작업자의 

안전관리 향상, 조선소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조선생산실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조선소(Smart Shipyard)』의 구현을 위한 기반 

시스템인『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MES)』을 조선소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설계를 

제안하였다. (Ryu et al. 2012)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스마트 

조선생산시스템의 정의와 특징을 소개하고,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소개할 예정이다. 

 

2.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정의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MES)』은 생산현장 및 자동화 설비 등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의 

전사시스템 사이에서 동적인 제조실행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하여 지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ig.2는 미국 MESA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제조실행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실행을 담당한다】는 것은 

생산계획을 제조현장에 지시하고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자재투입 상황을 통제하여 실적을 집계하는 동시에, 

설비 및 품질 현황정보를 수집하여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통합적인 

현장관리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Joo 2002)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 (Smart Shipbuilding 

Execution System)』은 조선소 공정별 공장관리, 품질관리, 

현장기술관리, 공정관리 등의 생산실행업무를 모바일 

디바이스, 무선네트워크, Application 가상화와 같은 

첨단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등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MES)』으로 정의한다. 기존의 ERP 및 

생산계획시스템(APS)과 생산현장의 생산자원들간의 

일방적인 하향식 작업지시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한계를 

생산정보계층구조 간의 쌍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극복하고 

조선소 현장에서의 생산활동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하게 될 

『스마트조선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소프트웨어 

요소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Fig.3) 

 

 

Fig. 2 제조실행시스템의 기능 (Song et al. 2007) 

 

 

Fig. 3 조선산업에서 생산실행시스템의 역할 

 

3.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특징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1) 데스크탑 PC 환경뿐만 아니라 조선소 내 복수의 

공장 간 협업을 원활히 하고 시간, 공간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됨. 

(2) MES 관련 시스템 및 Application들은 서비스지향 

아키텍쳐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를 지원하도록 

개발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Application 가상화 

기술을 적용함. 

(3) MES 관련 시스템 및 Application들에 Application 



가상화를 지원할 수 없는 기능이 탑재될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직접 실행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구현함. 

(4) 실시간 생산 자원 4M(Man, Machine, Material & 

Method)의 정보 통합화를 통해 해당 공종별 표준에 맞추어 

일정, 공간, 제품, 공정, 설비, 안전, 품질, 사람 등의 

생산실행정보를 식별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획득하도록 

함. 

(5) 중장기 계획 및 실행 계획을 연계한 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관리자가 생산실행 전 생산계획을 

검증, 개선 및 확정할 수 있음. 

(6) 중장기 계획 및 실행 계획을 연계한 블록공간배치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7) 검사지연, 작업지연, 공정지연 등의 돌발요인 

발생 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지원함. 

(8)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최종생산실적을 

이용하여 장비 가동률 및 지원율 분석이 가능함. 

(9) HSE 지원, HSE 정보, 재해분석 및 HSE 교육 

시스템의 통합관리를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재해예방이 가능함.  

 

4.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구성 

및 시스템 아키텍쳐 

 

Fig.4는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 기능과 

특징을 반영하여 6개의 주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각 

기능 시스템 및 기반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이전 연구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Ryu et al. 2012) 

 

 

Fig. 4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 

 

개발 대상시스템의 특징은 모바일 환경에서 MES를 

구성하는 여러 기능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발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저비용으로 수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조선소들은 업무의 효율화(Process Innovation)를 

위해 ERP 시스템과 여러 업무 패키지들을 도입을 시도하고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MES 솔루션을 선정하거나 개발할 

때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사적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다. 

상용 솔루션 도입을 통해 구축하려는 경우 업무별, 기술별로 

다양한 MES 툴들이 혼재해 있으며 이를 도입하려면 

조선소의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여야 하고 선택한 

후에도 필요한 조선소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MES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MES솔루션의 선택시 기능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을 때 

자체개발을 통한 MES 구축이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조선소가 자기 환경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개발 생산성이나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및 유지보수 성능을 고려하여 한다. 요즘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모바일 기술을 최대한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정보의 JIT화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시스템의 특성과 구성을 

반영하는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정의하였다. 안정적인 조선소 

전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충분히 

좋은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사례 구축 및 접근법,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의 

재사용, 모바일 환경에서 생산관리, 개발 생산성 및 확장성, 

개발된 서비스의 재사용성의 관점에서 유용한 시스템 

아키텍쳐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Song et al (2007)는 자체개발을 통한 MES를 구축시 전체 

기본 아키텍쳐는 현재 패키지 솔루션이나 자체 개발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쳐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를 기반으로 

하고, 각 기능별 모듈의 구현에서는 검증된 전문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직접 개발하여 시스템을 통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SOA기반의 MES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유지되면서 정규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체 

통합이 용이하고 확장성 및 재사용성, 개발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SOA를 기반으로 아키텍쳐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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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 아키텍쳐 

 

Fig.5는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쳐를 

보여 주고 있다. 개발 대상 시스템은 3-Tier 기반의 구조를 

기반으로 확장된 4-Tier를 가지고 있다. Client Tier는 작업자 

및 관리자가 사용하게 될 모바일 디바이스나 데스크탑 PC에 

탑재되거나 서버로부터 서비스 받아 사용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이며, Web & Application Service Tier는 

사용자 단말기로 필요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해 

주는 레이어이다. Data Tier는 MES 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레이어이다. 보통은 이렇게 

3-Tier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발 

생산성과 확장성을 위해 Web & Application Service Tier와 

Data Tier사이에 비즈니스 로직 및 비즈니스 액티버티를 

서비스해주는 담당하는 Business Component Tier(비즈니스 

컴포넌트 티어)를 추가하였다. 이것은 Data Tier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 받아 비즈니스, 즉 업무 로직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엔터티(Entity) 및 데이터뷰(Data 

View)를 생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구조이다. Business 

Component Tier와 Web & Application Service Tier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장치에 배포될 수도 분리되어 배포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는 Fig. 4에 있는 생산실행시스템의 세부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환경의 설계와 시작품들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양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고려되고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 환경은 무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보 기술로는 ‘무선메쉬망(Wireless 

MESH Networking) 기술’이 논의 되고 있다. 이것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IT 인프라 요소로서 Wireless MESH 

network solution을 활용하여 모든 application을 하나의 

망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와이브로 

(Wibro)나 CDMA 통신과는 달리 별도의 단말기나 

통신사업자가 필요치 않고 어떤 시스템이든 관계없이 

강력한 사내 보안이 구축된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호환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작업자는 

조선소 내에서 PDA나 Tablet PC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공정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 

MESH node에선 CCTV용 IP Camera를 설치하여 보안 

네트워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로 ‘Application 가상화 기술’은 조선소 내 사무업무 

및 생산실행업무와 관련한 Application을 가상화하여 서버에 

게시한 후 사용자가 필요한 Application을 선택 사용하게 

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서버와 통신이 허용된 어떤 

곳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Application에 접근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Application 실행 화면만을 전송 받기 때문에 

사용자 단말기에 종속되지 않아 확장성이 뛰어나고 기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 중이거나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에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사용자는 

키보드마우스 입력에 의한 결과 화면만 전송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 단말기에 중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어 강력한 보안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고객 정보, 대외비 등 

보호되어야 할 데이터는 가상화된 보안 영역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Application 가상화 기술의 단점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즉 카메라, GPS, 통신장치 등을 

사용과 대용량 데이터의 가시화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조선소 현장에서 수행되는 생산실행 

업무를 완전히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업무의 

종류에 따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단말기에 

직접 설치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소의 업무 분석에서 결과로 도출되게 된다. 

 

5. 시스템 개발 현황 

 

조선소의 여러 공정 중에서 흐름생산방식(Flow 

Produc-tion Process)을 채택하고 포함된 세부 공정을 

용이하게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는 공정 중 하나로,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을 일차적으로 구현하여 그 효용성과 

실용성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공정이다. 또한 

패널라인은 국내외 중대형조선소들은 대부분 유사한 

공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된 시스템을 쉽게 범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소별로 건조 

능력에 맞추어 공정의 개수, 포함된 자원들의 종류 및 개수, 

조립 방법 등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패널라인을 대상으로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사례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Fig.6의 시스템 개발 절차를 따라 패널라인에 

적용하기 위한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세부 구성 요소들에 

대한 기능 분석, 유스케이스 정의, 사용자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쳐, 비즈니스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통합 DB와 웹서비스(Web Service)를 

구축하였고, 각 MES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이 개발 

중에 있다. 또한 Application가상화 시스템으로 Citrix 

XenApp
®
을 도입하여 구축하였고 기 개발된 생산계획 및 

실행시스템들과 업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안정성과 

성능이 퍙가되고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조선소의 구축을 목표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조선생산실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워크 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아키텍쳐를 

제안하였다.  

MES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유지되면서 정규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체 통합이 

용이하고 확장성 및 재사용성,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패키지 솔루션이나 자체 개발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쳐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기반의 아키텍쳐를 채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Client Tier, Web & Application Service Tier, 

Business Component Tier, Data Tier의 확장된 3-Tier 

아키텍쳐를 정의하였다.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쳐와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무선메쉬망과 Application 가상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모바일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키텍쳐가 

구성되었다.  

모바일 환경에서 조선소 패널공정의 생산실행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DB와 

웹서비스(Web Service)를 현재 구축하였고, 조만간 현재 

진행 중인 MES 어플리케이션들의 일부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필요한 

시스템의 기술요소들이 검증될 것이고 스마트워크 기반의 

조선생산실행시스템의 시제품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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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조선산업은제품측면에서는다품종소량생산방식을가지고,

생산 측면에서는 대부분 일부분에서 흐름생산 방식을JobShop,

가진다 흐름생산의 경우 생산할 제품의 수량 및 특성을 결정하.

고 정해진 설비로 생산을 수행하면 되지만 공정순서 요구 설비,

가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의 경우 작업관리가 어려우며JobShop ,

관리자가 전체 작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업지시를 내

리는것은매우어렵다 대부분의공정이 으로이루어졌. JobShop

고 관리제품수가수만개에달하는산업특성상작업장수준에,

서 효과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일부 대형조선소를 제외하면 전사적 실행계획 관리시스템이 부

재한실정이다 이러한조선소현장관리자는일간 주간실행계. ,

획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 및 지시를,

수행하기때문에갑작스런문제가발생했을때이에영향을받는

다양한 현장 정보 확인이 힘든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

가 장소에 제한 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 기반 조선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를수행하였다 해당시스템은소프트웨어공학에서주로사용하.

는 컴포넌트 기반개발(CBD : 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을 바탕으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기능적 아키텍

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제안, .

한 프레임워크의 검증을 위해 조선 패널 공장에 대한 시스템 프

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관련 연구2.

컴포넌트 기반 개발 관련 연구2.1

소프트웨어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 소프트웨어와관련된이,

해당사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개발 방법론이 있으나 요구사항 파악 아키텍처 정,

의 구현으로이루어지는큰틀에는차이가없다 본연구에서는, .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 사용자 요구사항 정제유스케이스 아키, ( ),

텍처 정의 과정은 행위중심으로 수행하고 아키텍처 설계구현, / /

테스트는 데이터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법론을 차용하였다CBD .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을 이용한(CBD)

조선소 패널 라인의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송정규서울대학교 백명기서울대학교 신종계서울대학교( ), ( ), ( )

요 약

선박건조는 방식을가지기때문에흐름생산을가지는다른산업에비해서생산계획은매우중요하다 특히작업장단위에서JobShop .

현장상황을반영하여실시간으로요구되는자원을적절한시점에배분해주어야하는실행계획수립및수정을지원하는시스템의필요

성은매우높다 선표 중일정계획에경우대부분의조선소가수립및수정을지원하는시스템을보유하고있으나급변하는현장상황을. ,

반영해야하고 계획수립자만이아닌작업자 현장관리자를고려해야하는실행계획시스템의경우일부조선소를제외하고는효과적인, ,

시스템이개발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특성을가지는실행계획시스템개발을위해서는다양한이해당사자와복잡하게연결된.

정보들을다루는일이므로체계적인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을요구한다 본논문에서는사용자요구사항파악시점에서는행위중심으.

로 시스템개발시점에는정보중심으로진행하는컴포넌트기반개발 방법론을이용하여조선소패널라인의실행계획관리시스, (CBD)

템을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개발하였다 이시스템을통하여조선소에서실행계획을보다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관, .

리자와 작업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Keywords : 컴포넌트 기반 개발 패널라인 실행계획 관Component based development(CBD, ), Panel line( ), Execution schedule management(

리)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Conceptual diagram of Component Based

Development

은 방법론을 도식화한 그림이며 유사 기능을 수행하Fig. 1 CBD

는 클래스를 묶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로 구성하고 이는 인터페

이스에서 정의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가진

다 방법론을바탕으로협업엔지니어링프로세스매니지먼. CBD

트 시스템 설계에 요구파악 아키텍처 정의 설계 및 구현을 수, ,

행한 연구가 있다(Park, 2008).

조선소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 관련 연구2.2

조선과같이 형태의공정을가지는산업에서기업에JobShop

중추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계획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

다 조선소 계획 수립 프로세스는 조선소마다 용어나 기능의 일.

부 차이는 있지만 크게 선표계획 중일정계획 실행계획으로 이, ,

루어진다 수주된 선박의 건조가능성을 타진하고 키이벤트 일정.

을 확정하는 년단위 계획인 선표계획 실제 선박 생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일정계획에 대한 연구

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선소 레벨이 아닌 공장 레벨에.

서 수립하는 실행계획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이광국은생산계획과통제프로세스분석을통해중일정계획.

과 실행계획 차이를 분석하고 조선 생산실행시스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프레임 워크를 수립하고 시스, ,

템 구축 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였다(2008).

조선소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의3.

필요성

를 통한 조선소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의3.1 CBD

필요성

조선소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구 정보 측면에서 살

펴보면선박 블록 부재 기자제등의제품정보 공법정보 인력, , , , ,

이나설비등의자원정보 만족시켜야하는제한조건으로작용하,

는 중일정 계획 조선소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준정보 등 다양,

한 정보와 연결되어있다 또 사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실. ,

행계획 수립자 현장 관리자 현장 작업자 외주업체 관리자 자, , , ,

재 조달자등다양한이해당사자가존재한다 이렇게다양한정.

보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견고한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 없이 구현하게 되는 경우 유지보수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

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 .

방법론은 복잡하고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여된 소프트웨CBD

어설계에맞게설계초기에는행위중심으로분석된사용자요구

사항을바탕으로견고한아키텍처를정의하고 중기에는정보중,

심으로아키텍처를설계구현하며 후기에는정해진테스트시나,

리오에 맞추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복잡한 이해당사자가 관여된 조선소 실행계획 관리 시.

스템의 경우 와같이적절한방법론을사용해설계및구현CBD

하는 것은 유지보수 및 효과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며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 절차에 따라 요구사항 분, CBD

석 아키텍처 정의 설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따랐, ,

다.

조선소 패널라인에 대한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의3.2

필요성

조선소에서 수립하는 계획 중 선박 생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

하는중일정계획은공장수준에서는작업배분 사내사외물량결, /

정에중추적인역할을수행한다 을가지는조선산업의. JobShop

특성상 현장에서 변수가 흐름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제조환경의 민첩성이 중시되고 이를 반영할 수 있,

는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행 계획.

관리 시스템이 포함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사용자가 실행계획

을수립할때반드시만족시켜야하는제한조건인작업블록혹은

부재의 중일정 계획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에서는 공장 내에

서관리하는사내사외인력정보 공장내에서관리하는작업장/ , ,

크레인 트랜스포터 지게차등의자원정보 계획수립에필요한, , ,

회사 기준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할수있는기능을제공해주어야하는데이는작업의대상인

제품 작업을하는주체인인력이나설비 어떤작업인지를결정, ,

하는 의 릴레이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실행계획 관리Activity .

시스템은이러한요구사항이필요하며본논문에서는 방법CBD

론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정제하여 유스케이스,

를 도출하였다.

조선소 패널라인 공정 분석4.

조선소패널라인은패널블록을생산하기위하여여러 들Plate

을 용접하는 생산라인이다 용접 이외에 스티프너와 같은. Plate

보강재의용접도포함한다 는패널라인의공정을크게주. Fig. 2

판용접과보강재용접으로나눌수있음을보여준다 주판용접.



Fig. 2 Process of panel line in a shipyard

은상세공정으로 Tack Welding, Topside SAW(Submerged Arc

의 공정Welding), Turn Over, Backside SAW, Marking, Cutting

을 거치고 주판이 완성되면 의Fit-up, Stiffener Welding, Finish

공정을 거쳐 보강재를 부착하고 패널블록을 생산한다(Lee,

2008).

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된 를 작업장으Tack Welding Plate

로 이동한 후 를 부착용접하고 를 가접하여 주Tap piece ( ) Plate

판을만드는공정이다 를설치하는이유는 용접. Tap piece Plate

시 시작점과 끝점에서 결함 발생을 막고자 함이다. Topside

는 전 공정에서 가접된 주판을 전면 용접하는공정이다 작SAW .

업자는 용접머신을 이용하여 을 수행한Submerged Arc Welding

다 는 전 공정에서 전면 용접된 주판을 후면 용접을. Turn Over

하기 위해 뒤집는 공정이다 는 뒤집어진 주판을. Backside SAW

받아 후면 용접을 수행하는 공정이다 상세 프로세스는. Topside

와 동일하다 은 주판의 용접 후 마진면 절단과 스SAW . Marking

티프너 위치를 마킹하는 공정이다 은 공. Cutting Tack Welding

정에서 부착한 를 제거하고 그라인딩 수정용접 용접Tap piece , ,

상태 확인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공정이다 은 주판에 스. Fit-up

티프너를가접하는공정이다 머신이스티프너를해당위. Fit-up

치로 이동시킨 후 작업자는 취부 작업을 진행한다. Stiffener

은 주판에 가접된 스티프너를 용접하는 공정이다 용접Welding .

머신을이용하여용접을수행하고작업자는용접후처리작업을

진행한다 는용접상태를확인하고그라인딩 슬래그제거. Finish ,

작업을 수행하는 공정이다 패널라인은 이러한 공정으로부터 패.

널블록을생산할수있으며각공정의주요액티비티를심출 취,

부 용접 사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를 이용한 조선소 패널라인의5. CBD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5.1

조선소패널라인의실행계획관리시스템을위한요구사항분

석은 실행계획 관리 기능과 실행계획 정보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개발 시스템은 실행계획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과 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새로운 실행계획을 생성할 수 있.

는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행계획 관리에 적절한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행계획을 실행계획 케이스와 상세 실행.

계획으로 나누고 실행계획 케이스는 개월 분량의 상세 실행계1

획 목록을 갖도록 하였다.

실행계획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정의되

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계획으로 표시할 작업의 수준 을 결(level)

정해야 한다 작업 수준이 결정되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하고각실행계획은관련정보를포함해야한다 본개발시스템.

에서실행계획케이스는케이스번호 케이스이름 작성자 작성, , ,

일 확정자 확정일 케이스설명 케이스용도 작업장 작업일, , , , , ,

자월 등을 포함한다 상세 실행계획은 케이스 번호 실행계획( ) . ,

번호 작업일자 작업장 관련제품 계, , , WorkType, ActivityType, ,

획 물량 관련 인력 관련 설비 정보를 포함한다, , , .

유스케이스 기술5.2

조선소패널라인의실행계획관리시스템을개발하기위한유

스케이스는 실행계획 케이스 관련 유스케이스와 상세 실행계획

관련 유스케이스로 구성된다.

실행계획케이스관련유스케이스는케이스조회 생성 수정, , ,

삭제 기능을 포함한다 케이스 조회는 작업장 이름과 작업 일자.

를 입력값으로 받아 해당 케이스들을 요청하여 목록으로 보여주

는 기능이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실행계획 케이스 정보케이스. (

번호 케이스 이름 작성자 작성일 확정자 확정일 케이스 설, , , , , ,

명 케이스 용도 작업장 작업 일자월 이며 이 정보는 케이스, , , ( ))

관련 유스케이스에서 모두 사용한다.

케이스생성은작업장의해당월실행계획을포함할케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케이스 수정은 조회화면의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케이스목록에서특정케이스를선택하여별도의창에서수

정하는 기능이다 수정 후 변경된 사항은 즉시 조회화면에서도.

변경된다 케이스삭제는조회화면의케이스목록에서특정케이.

스를 선택한 후 삭제하는 기능이다.

상세 실행계획 관련 유스케이스는실행계획 조회 생성 수정, ,

삭제 기능을 포함한다 실행계획 조회는 케이스 조회 후 케이스.

목록에서 특정 케이스를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 케이스의 실행계

획 목록을 요청하여 보여주는 기능이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상.

세 실행계획 정보케이스 번호 실행계획 번호 작업일자 작업( , , ,

장 관련 제품 계획 물량 관련 인력, WorkType, ActivityType, , , , ,

관련 설비이며 이 정보는 상세 실행계획 관련 유스케이스에서)

모두 사용된다.

실행계획 생성은 케이스 내에 새로운 실행계획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기능이다 실행계획생성은별도의창에서진행되며크.

게 액티비티 정보 제품 정보 계획 정보 물량 정보 자원 정보, , , ,

를 이용한다 액티비티 정보는 해당 작업장의 표준 프로세스와.



UseCase Related Data

Execution

Schedule

Case

RequireExecutionScheduleCase ID, Name,

CreatingUser,

CreatingDate,

ConfirmingUser,

ConfirmingDate,

Description, Usage

CreateExecutionScheduleCase

ModifyExecutionScheduleCase

DeleteExecutionScheduleCase

Detail

Execution

Schedule

ID, Date,

ShopName,

WorkType,

ActivityType,

Product, Time,

Vol, Resource

RequireDetailExecutionSchedule

CreateDetailExecutionSchedule

ModifyDetailExecutionSchedule

DeleteDetailExecutionSchedule

Table 1 Usecases of execution schedule management

system

각프로세스단계내의액티비티를가지고있으며실행계획생성

유스케이스는 이 정보를 요청하여 가져온 후 화면에 보여준다.

제품 정보는 호선번호 블록번호 부재번호 부재의 타입, , , (input,

길이 폭 중량 면적등을가진다 실행계획생성유스output), , , , .

케이스는사용자가호선 블록부재를선택하고타입을결정하면,

해당 부재의 정보를 요청하여 목록으로 보여준다 계획 정보는.

실행계획번호 작업일자 작업장 착수시간 완료시간 시수등, , , , ,

으로구성된다 실행계획생성유스케이스는사용자가입력한계.

획 정보를 저장하여 새로운 실행계획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물.

량 정보는 블록번호 부재번호 물량단WorkType, ActivityType, , ,

위 물량등의정보를포함한다 실행계획생성유스케이스는앞, .

서사용자가지정한액티비티정보와제품정보를바탕으로해당

액티비티와제품의물량단위와물량을요청한다 자원정보는인.

력정보와설비정보로구성된다 인력정보는작업장내의작업.

팀 설비 정보는 작업장 내의 설비 정보를 가진다 실행계획 생, .

성유스케이스는인력정보와설비정보를가져와목록으로나타

낸 후 사용자가 인력과 설비를 선택하여 배정하면 해당 정보를

저장한 후 새로운 실행계획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 생성 유스케이스는 액티비티 제품 계획 물량 자원, , , ,

정보로부터 상세 실행계획 정보를 구성하여 새로운 실행계획을

실행계획 목록에 표시한다.

실행계획 수정은 실행계획 목록에서 특정 실행계획을 선택하

여 실행계획 생성과 같은 화면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이다 실행계획삭제는실행계획목록에서특정실행계획을선택.

한 후 삭제하는 기능이다.

아키텍처 정의5.3

조선소패널라인의실행계획관리시스템개발은컴포넌트기

반개발 방법을이용하여요구사항분석 유스케이스기술(CBD) ,

을 거친 후 아키텍처 정의 단계로 이어진다 아키텍처 정의는.

비즈니스객체모델생성과비즈니스컴포넌트설계단계로구성

된다.

Fig. 3 Business objects of execution schedule case and

detail execution schedule

비즈니스 객체 모델 생성5.3.1

요구사항 분석과 유스케이스 기술로부터 시스템 내에서 입출

력으로필요한정보를추출하였고비즈니스객체모델은이정보

들을그룹화하여정의한다 비즈니스객체모델은데이터베이스.

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산출물이다(Jun, 2004).

조선소 패널라인의 실행계획 관리 시스템은 실행계획 케이스

검색조건 실행계획케이스 실행계획케이스생성 상세실행계, , ,

획 액티비티 호선 블록 부재 물량 자원등의비즈니스객체, , , , , ,

모델을 갖는다.

실행계획 케이스 검색조건 객체는 실행계획 케이스를 검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값으로 작업장 이름과 작업일자로 구성된

다 의 왼쪽 그림인 실행계획 케이스 객체는 케이스 번호. Fig. 3 ,

케이스 이름 작성자 작성일 확정자 확정일 케이스 설명 케, , , , , ,

이스 용도 작업장 작업 일자월를 포함한다 실행계획 케이스, , ( ) .

생성객체는케이스생성시기본적으로값을채워주는객체로케

이스 번호 작성자 작성일을 갖는다, , .

의오른쪽그림인상세실행계획객체는실행계획번호Fig. 3 ,

케이스 번호 작업일자 작업장, , , WorkType, ActivityType, Input

제품목록 제품 작업착수시간 작업종료시간 물량, Output , , ,

단위 물량 인력 목록 설비 목록 등을 포함한다 이 객체는 케, , , .

이스 번호를 가지고 있어 실행계획 케이스 객체와 집합 관계에

있다.

액티비티 객체 호선 객체 블록객체 부재 객체 물량 객체, , , , ,

자원객체는실행계획객체를생성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제

공하는 객체들이다 이러한 객체들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정보를 채워 사용자가 실행계획 객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액티비티 객체는 작업 이름과 액티비티 목록으로 구성된다.

다시말해 하나의작업은복수의액티비티를가진다 작업은표, .

준 프로세스의 각 단계로 정의한다.

호선객체는호선번호를가지며블록객체는블록번호를갖



Fig. 4 Business component model of execution schedule

management system

는다 부재객체는부재번호 타입 길이 폭 중. , (input, output), , ,

량 면적 등을 포함한다, .

물량은액티비티와제품에따라결정되므로물량객체는작업

이름 액티비티 블록번호 부재번호 물량단위 물량으로구성, , , , ,

된다 자원은 인력과 설비를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자원 객체는.

자원 이름과 타입인력 설비을 갖는다( , ) .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5.3.2

비즈니스객체 가업무처리에서실체(business object) (entity)

를 표현하는개념적인의미를갖는다면 비즈니스컴포넌트는이,

러한비즈니스개념을실현하기위한설계과정에서일련의행위

들의 결과로 도출되는 논리적인 의미를 갖는다(Jun, 2004).

비즈니스 컴포넌트 모델의 구조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부터비즈니스퍼사드레이어 비즈니스레이어 데. , ,

이터 레이어로 컴포넌트를 구분한다 비즈니스 퍼사드 컴포넌트.

는 로부터 시스템 상의 기능을 사용할 때 거치는 문 역할을UI ‘ ’

수행하며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시스템 상의 관리자(controller)

역할이며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는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요청

한 내용을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받아 오는 역할이다.

조선소패널라인의실행계획관리시스템은 와같이각Fig. 4

각하나의비즈니스퍼사드와비즈니스컴포넌트를둔다 비즈니.

스 컴포넌트인 실행계획 관리자 는 실행(ExecutionScheduleMgr)

계획케이스관리자인터페이스 상세실행계획관리자인터페이,

스 실행계획 기준 정보 관리자 인터페이스로 구현된다, .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는 실행계획 정보

와 실행계획 기준 정보(ExecutionScheduleInfo)

로구성된다 실행계획정보는실행계획케이(EsMasterDataInfo) .

스정보인터페이스 상세실행계획정보인터페이스로구현되고,

실행계획 기준 정보는 액티비티 정보 인터페이스 제품 정보 인,

터페이스 물량 정보 인터페이스 자원 정보 인터페이스로 구현, ,

된다.

시스템 프로토타입5.4

유스케이스 기술과 아키텍처 정의를 바탕으로 조선소 패널라

인의실행계획관리시스템을구현하였다 화면구성은실행계획.

케이스 조회 화면과 생성 및 수정 화면 상세 실행계획 조회 화,

면과상세실행계획생성및수정화면으로이루어져있다. Fig.

는 하나의 케이스에 포함되는 상세 실행계획을 조회하는 화면5

이다.

결론6.

조선소실행계획관리시스템은생산계획관리가중요한조선

산업에서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광범위.

하고 정보간의 복잡성이 커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논문에서는실행계획관리시스템의대상으로조선소패널

라인을 선정하고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을 이용하여(CBD)

요구사항 분석 유스케이스 기술 아키텍처 정의의 순으로 개발, ,

을 진행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으로부터 필요 기능과 필요 정보를 추출하였고

유스케이스기술을통해기능과정보에대한상세한정리를수행

하였다 유스케이스에서 기술한 정보로부터 비즈니스 객체 모델.

을 생성할수있었고비즈니스퍼사드 비즈니스컴포넌트 데이, ,

터 액세스 컴포넌트의 세 계층으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설계하

였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컴포넌트를바탕으로시스템화면과. ,

기능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조선소에서는 실행계획 관리 못지않게 실행계획 수립

이 작업 간의 부하 평준화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실행계획 수립.

과 관련된 기능이 부족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로 남는다.

현재 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 간의 연동을 위한 개발을 진행

하고 있으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후기7.

본 논문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Fig. 5 Screen of requiring detail execu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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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년대이후우리나라는경제및산업구조를근대화시키기1960

위한정부의경공업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힘입어지속적인경,

제발전을이루었고 특히중화학공업과더불어선박건조및수리,

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우리나라가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역할을해왔다 수주선박의선주가(Choi, et al., 2008).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 외국인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국가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

보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Lee &

Chang).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는 CBD(Component Based

개발방법론이있다 는컴포넌트라는소프트Development) . CBD

웨어 모듈의 재사용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소프트웨어의 복잡

성과생산성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개발패러다임이다(Cho, et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면 시스템 개발 전 과정al., 2004). CBD

을 지원하는일관성있는모델링및산출물을작성할수있으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 단위로 응용 시스템을 분할

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단위로 시스템을 개발 및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컴포넌트기반(Kim, et al., 2008).

개발의 능력은 개발자로 하여금 기개발된(Prefabricated)

의 컴포넌트들을 결합하고 조화‘Plug-and-Play’ (Mixing and

시킴으로써어플리케이션을더빠르고 더좋고 더저Matching) , ,

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Choi & Yoon, 2003).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선박건조수리업에 개발방법론을· CBD

이용하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HSE .

관리시스템 구조2. HSE

관리시스템은선박건조수리업에종사하는근로자및관HSE ·

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HSE

한다.

실사용자인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생산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관리자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분석하여HSE HSE

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Fig. 1 .

관리시스템은 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된다HSE 5 .

선박건조수리업의 관리시스템 설계· HSE

오현수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김동준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 ( ),

장성록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종빈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 )

요 약

확장과 재사용이 용이한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론을 이용하여 선박건조수리업의 관리시스템을 설계하였다CBD · HSE .

관리시스템은사용자요구사항을반영하여기능들을HSE 구성하였다 본연구에서는각각의시스템에대해서유스케이스와사용.

자 인터페이스를설계하였고, 독립적인기능을수행하는컴포넌트단위로설계하였기때문에시스템상용화단계에서거쳐야하

는 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Customizing .

Keywords : 관리시스템HSE management system (HSE ),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Use case, User Interface(UI)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Hierarchy of HSE management system

관리시스템 구조 설계3. HSE

유스케이스 기술서3.1

대형 조선사 곳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3

분석하였고 이것을 개발방법론에따라유스케이스를정의, CBD

하여기능적요구사항을구조화하였다 에서보는바와같. Fig. 2

이 는 본부 현장 생산지원부서 로Actor HSE , HSE , / , Database

분류하였다.

 u c  A c to rs

H S E  h e a d q u a rte r

H S E  s i te

P ro d u c t/S u p p o rt 

d e p a rtm e n t

D a ta B a s e

Fig. 2 Actor diagram

다음으로 유스케이스 을 이용하여Diagram 관리시스템HSE

을 구조화 하였다 은 관리시스템 기능 중에 일부분. Fig. 3 HSE

을 구조화한 유스케이스 이다Diagram .

 uc HSE ? ? ? ? ?

HSE Support System

HSE headquarter

(from Actors)

HSE site

(from Actors)

Product/Support 

department
(from Actors)

DataBase

(from Actors)

Send Work 

Order

Identify Site

Approval of 

Safety Work
Request of 

Corrective 

Measures 

Request of 

Work Approval

Work Order 

Revise

Search 

Accident 

History

Search a 

schedule of 

Regular Health 

Check-up

첿xtend

Fig. 3 Use case diagram of HSE support system

관리시스템의 기능들을 유스케이스로 작성한 후 각각의HSE

유스케이스 내에서 와 간의 를 파악할Activity Activity Work flow

수 있도록 을 작성하였다 는 관리Activity Diagram . Fig. 4 HSE

시스템의 기능 일부분을 으로 나타내었다Activity Diagram .

 act HSE ? ? ? ? ?

SystemSystem User

ActivityInitial

Touch the HSE Support 

System

Approval of Safety Work

Enter the 

Approval Sheet

Request the Sheet

Check the Site

Request Corrective 

Measures

Approval

ActivityFinal

Display the Search 

Output

ActivityFinal

Send a Message

Send a Message

Search the Accident 

History

Search the Regular 

Health Check-up

Enter the Search 

Word

Fig. 4 Activity diagram of HSE support system

유스케이스 으로Actor Diagram, Diagram, Activity Diagram

시스템 기능들의 요구사항을 구조화 한 후 유스케이스 명세서,

작성과정을 수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개별

적 기능 요소들을 구체화하였다 에서는 관리시스템. Fig. 5 HSE



의 일부분을 유스케이스 명세서로 작성한 예이다.

Fig. 5 Use case description of accident history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3.2

유스케이스 기술서를 토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

다 우선 유스케이스 기술서를 기반으로 관리시스템을. HSE

으로 여러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Sequence Diagram

지를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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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quence diagram of accident history

은 관리시스템의 중 일부분을Fig. 6 HSE Sequence Diagram

나타낸 것이다.

유스케이스 기술서와 을 기반으로 향후Sequence Diagram HSE

관리시스템을 상용화했을 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예상하여

모든기능들의 을설계하였다 은 관리시스Prototype . Fig. 7 HSE

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일례이다Prototype .

결 론4.

본연구에서는 개발방법론을이용하여 관리시스템CBD HSE

의유스케이스 사용자인터페이스를설계하였다 생산직근로자, .

와 관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용자 요구사항 및 사용자 행HSE

위를분석하였다 그리고독립적인기능을수행하는컴포넌트단.

위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시스템 상용화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Customizing .

후 기5.

본 논문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 개발으로 지(10039739, Smart Work )

원된연구의일부로수행된것을함께정리한것으로 위기관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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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박주용, 이지훈, 문세영, 오형석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김경범(STX조선해양) 

 

 

요 약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의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가 경제활동인구의 80%를 넘어서는 스마트라이프혁명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기술 산업의 지형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에 맞추어 조선소에서도 선박의 설계,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컴퓨터 모델로서 구현하던 디지털 조선소를 넘어서 스마트 조선소

시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마트 워크의 경우 작업자가 생산현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의 모바일 기기로 사무실과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 받을 수 있고 작업 현장

을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향상과 효율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본 연구는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공정품질관리 분야의 업무를 분석하여 조선소 실정과 작업자 환경에 맞추어 스마트 워크가 가능한 모바일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CBD개발 방법을 따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산출물을 정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Keywords:  조선소 스마트 워크,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어플리케이션,  

 

1. 서 론 

 

조선 스마트워크는 스마트 폰과 태플릿PC 를 이용해 설계

도면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 작업환경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다. 

국내 조선소는 스마트 조선소로 탈바꿈 하기 위해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마트 워크를 도입할 경

우 작업자가 생산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사무실과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을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소의 생산 공정 품질 관리의 경우 

다른 업무에 비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체계적이며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업무의 특성 

상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업무가 이루어 진다.  

또한 자본, 인력, 시간, 장소 등으로 인한 제약적인 

환경과 철저한 주문자 설계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 상 고객이 느끼는 품질의 정도는 

고객의 경험이나 시각, 사용환경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선소 내 품질부서와의 업무 간 상호작용과 

고객과의 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스마트 워크를 도입한다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의 패널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공정 

품질 관리 분야의 업무를 분석하여 조선소 실정과 작업자 환경에 맞추어 

스마트 워크가 가능한 모바일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CBD개발 방법을 따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산출물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2.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석 

 

조선소에서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업무는 검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며 각 액터 간의 관계는 Fig.1과 같다. 

이 중에서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사용자는 검사원과 조치부서 담당자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Fig. 1 Producton Quality Management Relation Diagram 

 

검사원의 주요업무는 공정 및 기재자 검사를 일정에 맞춰 

검사 규정에 의해 실시 한 후 검사 결과를 정리,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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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선급/선주 등으로부터 요구 되어지는 지시사항을 

Comments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처리한다.   

 
Fig. 2 Producton Quality Management Business Diagram 

 

ooCBD 방법론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업무를 

하는 당사자를 통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파악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능 분석서를 작성한다. 이 기능 

분석서는 후에 아키텍처를 분석 할 때 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11개의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 기술서와 10개의 

규스케이스 기술서를 작성하였다.  

 

3. 컴포넌트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Component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다루며 인터페이스 내부 로직, 비즈니스 Component간의 

의존성, Architecture간의 관계를 기술하는데.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요구사항 변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생산성을 향상 하고 재 사용성을 높이며 

유연성을 증대 시킨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논리데이터 모델 

및 컴퓨터 하드웨어에 표현될 물리적 형태를 정의하는 

물리데이터를 정의하고,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적용 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데 토대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Fig 3과 같이 하였다.  

 

 
 Fig 3 Producton Quality Management Modeling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웹 서버가 스마트 폰 외부에 존재하며 

외부에 있는 웹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만을 가져와 사용하는 웹앱(Web App)방식을 

사용하였다.  

 

 
Fig 4 Producton Quality Management Picture 

 

웹앱은 별도의 개발 언어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웹 개발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이 가능하고 방대한 웹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공정 품질 관리 

분야의 업무를 분석하여 ooCBD 개발 방법에 따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각종 산출물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워크가 가능한 모바일 업무 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개선과 보안등의 

연구와 테스트의 반복을 통해서 실무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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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는 천연 가스를 액화시킨 것으로써 메탄(CH4)이 
주성분이다. LNG 는 비중이 공기보다 낮아 폭발의 위험도가 낮으며, 황의 함유량이 낮아 
친환경적이며, 발열량이 높고, 매장량이 풍부하여 최근 대체연료로 관심 받고 있다. LNG 는 -
162℃에서 체적이 1/600 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송 및 저장할 때에는 특수하게 단열된 화물창에 
온도를 비등점 이하로 유지를 시켜 운송, 저장을 하고, 도시가스로 사용할 때에는 열을 가해 
기화시켜 기체 상태로 공급하게 된다. 

현재 300 여 척의 LNG 선이 운항 중이며 앞으로의 시장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LNG 선박 
중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설비(Liquefied Natural Gas-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FLNG)는 육상에서의 처리를 위한 가스운반 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규 가스전의 
개발을 위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LNG 선의 화물창은 운항기간 동안 -110~-130℃의 Ballasting 상태와 -162℃의 Deballasting 
(Loading) 상태 및 Docking 시에는 상온의 온도를 오가는 온도조건을 가지지만 FLNG 의 대형 
액화천연가스 화물창은 상시 극저온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구조물에 저온영향을 야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Heating system 에 부담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LNG 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LNG 화물창의 적재조건을 고려한 열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건조 중이거나 앞으로 건조될 FLNG 화물창 구조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Keywords: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액화천연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설비 
(FLNG), 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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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pressure behavior and pressure protections

for LNG fuel storage tanks of large LNG-fuelled ships

 

Suwon Seo, Daejun Chang 

KAIST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nsient pressure profiles of LNG fuel tanks for large-size ships and suggested 

appropriate pressure protection measures and operational methods. A plausible operational environment for

the tanks was constructed by proposing an LNG supply chain for ship fuel in addition to an onboard LNG fuel

gas supply system. The fuel tank of the onboard system was assumed to be a cylindrical pressure vessel. The

pressure set values we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currently available international standards. A

mathematical model was developed to describe the transient behavior of the pressure, temperature, and 

liquid volume fraction of the fuel tank over operations of LNG bunkering and fuel consumption. A case study

was performed for the fuel gas supply system for an Aframax crude carrier.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essure, temperature, and liquid level for a closed system increased gradually, and their rate of change wa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liquid volume fraction; the higher the liquid volume fraction, the lower the rate.

The cooling effect of the bunkered LNG was so significant that the pressure after the LNG bunkering was not 

significant. When the fuel tank was not bunkered with fresh LNG or the LNG consumption was interrupted, the

pressure of the fuel tank reached a level where venting of the vapor, possibly to the bunkering facility, was 

necessary. Two venting methods were proposed for overpressure protection, and their employment should

depend on the cause of the overpressure. Two types of tank operations, separated and grouped, were

compared, with the latter resulting in lower peak pressure.    

 

* Keywords: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LNG-fuelled ship (LNG 추진 선박), LNG fuel storage tank 

(LNG 저장탱크), Pressure profile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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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a 환경을 고려한 단상 유동 

Pipeline 의구조해석에관한연구 

 

김동우, 이상의,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 

부산대학교 

 

 

초록 

 

전 세계 에너지 소비는 경제 성장세와 더불어 1950 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최근에는 태양, 바람 및 핵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 재생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일, 천연가스 및 석탄 등의 화석연료 소비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0 년간 오일 및 천연가스 유전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개발 가능한 육지(Onshore) 

및 천해(Shallow water)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의 자원 고갈이 가속화 

되어왔다. 또한, 1,2 차 오일 쇼크와 함께 고유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1970 년대 초, 

심해저(Subsea) 유전개발 개념이 최초로 제안되었다. 1980 년대 후반 심해저 유전개발이 최초로 

시작되었고, 2005 년 기준 전 세계 유전개발의 57%가 심해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해저 

유전개발의 핵심기술은 해저면(Seabed)에 설치되는 시추, 생산 및 수송 장비의 외압 및 내압 

성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심해저 생산 및 수송 설비인 파이프라인의 내압 및 외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단상유동을 고려한 파이프라인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파이프의 형상, 진원도(Ovality) 및 단상(Single-phase) 내부유동 유속이 

파이프 붕괴압력(Collapse pressure)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있다. 파이프 라인의 정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ANSYS 비선형 유한요소 수치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하여 파이프라인 

붕괴압력 평가 기법을 확립하였으며, 그 결과는 API RP(American Petroleum Institute 

Recommended Practice) 1111 과 DNV OS(Det Norske Veritas Offshore Standard)F101 등의 

해석적 방법(설계 공식)에 의한파이프라인 붕괴압력과 비교 분석하여 해석적 설계 기법의 

타탕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파이프라인의 구조해석 결과는 다수의 심해저 파이프라인 연구자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Keywords: 심해저 파이프라인(Subsea pipeline), 붕괴압력(Collapse pressure), 

단상유동(Single-phase flow), 진원도(Ovality), 비선형 유한요소해석(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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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ependent corrosion wastage modeling 

for oil well tubes in subsea 

 

Mohd Hairil Mohd, Do Kyun Kim, Jeom Kee Paik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liability assessment of aging structure is essential especially in oil and gas industry where 

miss understanding of structural performance may lead to serious effects in future. Related to 

this reason, studying the corrosion behaviour of oil well tube corrosion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is paper, time-dependent corrosion wastage model for oil well tube structures was 

developed by applying the effect of exposure time on Weibull distribution paramete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dict corrosion wastage of oil well tube structure at any given age by 

manipulation of scale and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time. 

Measurements data of oil well tube corrosion wastage were collected and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were quantified by statistical analysis in term of oil well tube age. The results and 

outcomes from the present study will be useful for predicting the corrosion wastage of oil well 

tube structures as well as for the application in design stage of oil well tube structures. 

 

* Keywords: Corrosion wastage, Oil well tube, Weibull distribution, Time-dependent corrosion 

wastage model.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Design pressure determination of LNG fuel storage 

tanks based on dynamic process simulation 

combined with Monte Carlo method 

 

Ilyoung No, Daejun Chang 

KAIS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design pressure of fuel storage tanks in LNG propulsion ships. The 

stored LNG fuel is partially vaporized and the tanks are pressurized because of the external heat ingress as 

time goes by. The pressure profile is not only affected by insulation, but also LNG fuel gas supply (FGS)

system operation. The realistic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the LNG FGS system to expect feasible 

aspects of system behavior. A Monte Carlo simulation (MCS) method allows modeling the behavior of 

complex systems under realistic time-dependent operational conditions. In this simulation, we can obtain the 

system’s availability assessment and information of next time event such as occurring failure or repair to the 

equipment. Certain random and discrete events are generated in order to create a realistic lifetime scenario of

the FGS system. The MCS results combined with the long- term dynamic process simulation. From this new 

methodology, the more practical pressure behavior is proposed. After that, there is data of pressure profile for 

a long period of time or many LNG propulsion ship. Based on this data, the design pressure of the LNG fuel

tanks is determined.    

 

* Keywords: LNG Fuel gas supply system (LNG 연료공급 시스템), Monte Carlo simulation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Availability (가용도), Dynamic process simulation (동적 공정 모사), Pressure profile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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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on Structural Rules (CSR) applied for double hull oil tankers and bulk carriers have specified 

unified guidance for corrosion addition, but corrosion margin values for other types of ship structures 

differ from each other by individual classification societies.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rosion addition values on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container vessels 

in which DNV’s guidance of corrosion addition is applied as an initial guideline. Five types of vessel 

size are considered, namely 3,500TEU, 5,000TEU, 7,500TEU, 10,500TEU and 13,000TEU. The 

ultimate hull girder strength of the five types of container vessels is studied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for the application of corrosion addition to container vessels. The insights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will be useful to develop a standard guidance of corrosion addition for container vessel 

structures. 

 

* Keywords: Hull girder, Ultimate limit state, Ultimate strength, Corrosion, Container ship, Collapse,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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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O 개조용 VLCC급 유조선 Bracket 구조의  

최종강도 성능에 미치는 부식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의,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 

부산대학교 

 

초 록 

 

선박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재 중 브라켓(Bracket)은 작은 규모의 구조물이지만 주위 구조를 

보강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 부재이다. 브라켓의 구조 설계에 있어 선급 기준은 

보강이 필요한 구조물의 강도 수준에 따라 고정된 두께와 길이를 적용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또한, 브라켓의 보강 여부는 선형 이론을 기반으로 좌굴을 회피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선형 이론에 기초한 좌굴 회피 설계는 과도한 안전 계수를 포함하고 있어 브라켓의 실제 강도 

파악 및 설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기준 

구조성능평가 및 설계기법을 통해 좀 더 정밀한 브라켓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FPSO 개조용 VLCC급 단일선체 유조선의 중앙 평행부에 설치된 브라켓 

구조의 부식 영향에 따른 최종강도(Ultimate strength) 평가 및 분석에 있다. 브라켓 구조의 

정밀한 구조해석을 위해 ANSYS 비선형 유한요소 수치시뮬레이션 코드를 적용하였으며, 길이가 

다른 2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 브라켓(Right angled isosceles bracket) 모델에 대해 재료적, 

기하학적 비선형성 및 초기 처짐을 고려하여, 단순지지(Simply supported) 및 고정(Fixed) 

경계조건에서의 최종강도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부식의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세장비(a/t) 및 경계조건에 따른 브라켓의 최종강도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종강도 기준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에게 브라켓 구조의 최종강도 

특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Keywords: 한계상태기준(Ultimate limit state), 개조된 FPSO(Converted FPSO), 직각이등변삼각 

브라켓(Right angled isosceles bracket), 부식(Corrosion), 비선형 유한요소해석(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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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in fire risk analysis 

 

Bongsic Choo, Daejun Chang 

KAIST 

 

 

Abstract 

 

This investigation studied how to estimate the uncertainty of the Fire Risk Assessment (FRA) to increase

accuracy of fire safety engineering analysis. Uncertainty inherent in procedure of risk-based design, 

especially fire risk, led to either underrated safe designs or excessive safe design.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uncertainty, which are aleatory uncertainty and epistemic uncertainty. Since aleatory uncertainty is

referred to as irreducible uncertainty,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s necessary. Uncertainties in prediction

models and input data are representative reducible uncertainties. When the uncertainties in the results are

quantifie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effects of the input data and prediction model to results of the FRA.

Uncertainties in Input data, especially historical data, originated from relevant data because the FRA originally

deals with rare events, historically. In such cases, the expert judgments are essential to supplement lack of 

knowledge of engineers. Uncertainties in models based on inaccuracy from simplification and assumption of

real world consists of theoretical and numerical error, software error, hardware fault, and application error, etc. 

The uncertainties in models could be quantified by comparison between outputs of the prediction model and

experimental measurements even though experimental outputs involve their own errors.    

 

* Keywords: Risk-based design (위험도 기반 설계), Fire Risk Assessment (화재 위험도 평가), Uncertainty 

(불확실성), Quantification of uncertainty (불확실성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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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structural consequence analysis of 

offshore support member under fire 

 

Md. Shafiqul Islam, Jeong Hwan Kim, Sung In Park, Sang Hoon Han,  

Bong Ju Kim, Jung Kwan Seo, Jeom Kee Paik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investigate the nonlinear behavior of both symmetric and 

asymmetric cellular beam structure with multiple web openings under fire. The results of nonlinear 

structural consequence analysis greatly depend on the modeling techniques employed, and it is thus 

essential that these techniques be validated through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Temperature dependent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are adopted to develop fire load 

application methods.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find the collapse strength of beam 

structure.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web openings on collapse strength of cellular beam is also 

well demonstrated.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Code LS-DYNA is used for thermal and structural 

response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very useful for the design of offshore support 

member under fire load. 

 

* Keywords: Cellular beam, Nonlinear behavior, Fire, Structural Response Analysis, Collaps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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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정량적 화재 위험도 평가를 위한 

열하중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김정환, 김철관, 김두찬, Md. Shafiqul Islam, 박성인,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 

부산대학교 

 

 

초 록 

 

해양플랜트의 사고는 큰 인명소실, 재산피해 및 자연파괴를 초래한다. 이런 해양플랜트 사고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져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화재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열 하중 적용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열 하중 적용 

방법으로는 PFP (Passive Fire Protection) 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열 유속을 고려한 방법과 

열전달 방정식을 사용한 방법이 있다. 열 하중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구조 재료의 온도에 

따른 재료적 특성이 고려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검증하여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다양한 해양플랜트 구조물이 화재사고에 노출 될 때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적용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Keywords: 해양플랜트, 정량적 위험도 평가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PFP (Passive Fire 

Protection), LS-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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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운항에 따른 저온효과를 고려한 해양플랜트 방폭벽 

구조에 대한 폭발 하중 응답특성에 관한 연구 

 

김상진, 손정민, 박대겸, 김병훈, 성동진, 조대광,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 

부산대학교 

 

 

초 록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지방의 결빙지역이 감소하고, 극지 해역에서 경제성이 큰 유전 및 

가스전이 발견되며, 빠른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극지운항이 가능한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shore)와 같은 해양플랜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C 의 극지 해역에서 

운항할 경우 해양플랜트의 방폭설비의 재료는 성질이 바뀌게 되며, 이를 고려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폭벽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폭발하중을 받는 방폭벽의 온도에 따른 구조 응답의 특성을 규명하고, 

극지운항 해양플랜트 방폭벽의 설계함에 있어 유용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실험을 통해 얻은 -20°C, -40°C, -60°C 그리고 -80°C 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비선형 유한요소법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에 접목시켜 저온효과에 따른 해양플랜트 

방폭벽에 대한 폭발 하중 응답특성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저온효과에 따른 

방폭벽 구조 응답 특성 (영구처짐량, P-I curve)은 향후 극지역을 운항하는 해양플랜트 방폭시설 

설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Keywords: 해양플랜트, 극지운항, 방폭벽, 비선형유한요소법, 영구처짐량, P-I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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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중형상이해양구조물파형방폭벽에미치는영

향에관한연구 

 

성동진, 손정민, 김상진, 김병훈, 조대광,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 

부산대학교 

 

 

초록 

 

FPSO 를 포함한 부유식구조물은 원유의 생산, 분리, 저장, 하역과 그에 수반된 다양한 작업 대

부분이 상부구조물 (Topsides)에서 이루어지며, 육상설비와는 다르게 공정설비가 원양에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양 구조물의 상부구조물 (Topside)는 폭발 사고에 노출되기 쉬우

며 해양구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해양구조물에서 폭발 사고 역시 증가 추세이다. 실제로도 해

양 구조물에서의 많은 폭발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의한 폭발 사고는 인명 피해와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 등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해양플랜트의 주요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방폭벽이 상부구조물에 설치된다. 

그러나 설계자는 방폭벽을 설계함에 있어, 수많은 불확실성에 의해 폭발하중이 구조물의 거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불확실성 중 한가지로는 가스 폭발 사고 시 

발생하는 폭발 하중의 정확한 구현에 있다. 예를 들어 설계 하중은 선형 거동이 관측 되는 

0.5bar 부터, 최근 대형 폭발 시험에서 계측된 4bar 의 압력까지 다양한 폭발압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하중곡선을 야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폭발하중에 관한 불확실성 중 하나인 폭발하중 형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다양한 폭발압, 지속시간 그리고 하중형상을 변수로 FPSO Blast wall 의 비선형 구조 응

답을 ANSYS/LS-DYNA 수치해석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동일한 하중형상에서의 충격량이 미치는 

영향, 압력이 미치는 영향 및 폭발압력-충격량의 관계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폭발 하

중 하의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eywords: 해양구조물, 폭발, 동적 구조 거동, 방폭벽, 하중곡선, 비선형 유한요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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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perational availability for offshore drilling 

system 

 

Yeseul Lee, Daejun Chang 

KAIST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perational availability of an offshore drilling system.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is disintegrated into eight subsystems, each of which consisted of several components based

on its function. All the components are categorized by the nine operation modes that designate the sequence

of the drilling procedure. The availability of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depends upon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the unplanned downtime. Those unplanned downtime results from failure of one or more of

components, and is characterized as the failure rate and repair time. The reliability data, failure rate and repair

time, for operational availability analysis are collected and established from the generic data bases including

OREDA, RAIC,SINTEF report, and MIL HDBK 472. A Monte Carlo simulation was developed with the

reliability data to calculate the availability of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mod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current design has enough reliable configurations to satisfy the

availability requirement or not.    

 

* Keywords: Operational availability (운용 가용도), Drilling system (시추 시스템), Operation mode (작동

모드), Failure rate (고장률), Repair time (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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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사고가 발생한 상선의 잔류 종강도 추정에 

관한 연구 

 

1)박동희, 2)김도균, 2)김한별, 2)장효명, 2)서정관, 2)김봉주, 2)백점기, 3)김민수 

1)삼성중공업 

2)부산대학교 

3)로이드선급 아시아 

 

초 록 

 

사고 및 노후화 관련 문제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좌초, 충돌, 화재 및 폭발 등 – 

에 따른 사고 직후 구조물 안전성 평가, 긴급구조 및 인양을 통한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들로는 설계단계

에서 구조안전성을 높이는 방법과 사고가 일어난 선박의 잔류강도를 정확히 추정하여 구조 

및 인양에 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좌초손상이 발생한 상선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손상지표 대비 잔류강도 

(Residual strength versus damage index, R-D) 도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Paik 등은 운항 중 손상 및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획기적 기법 (R-D 

diagram)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중 선체 유조선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바탕으로 운항하는 상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3종류의 상선 – 이중 선체 유조선(Double hull oil tanker), 산적화물선(Bulk carrier), 컨

테이너선(Container ship) – 에 대해 R-D 도표를 도출해 보았다. 선박의 좌초손상에 대한 

사고시나리오는 IMO에서 제시한 손상 확률 함수를 특정한 표본화 기법을 통하여 선정하였

으며, 특정 손상시나리오의 손상지표는 손상위치와 범위의 함수로 정의 하였다. 손상선박의 

잔류 종강도 거동은 수치적 방법 중 하나인 ALPS/HULL 컴퓨터 프로그램 통해 수행하였으

며, 각각의 손상시나리오의 결과값을 도출하여 잔류 종강도 거동과 손상지표에 대한 관계 

다이어그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박의 손상 직후 선박의 안전성 평가를 통한 빠른 구조 및 인양작업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운항 중 발생한 선박의 사고 및 손상에 대한 종강

도 허용기준 개발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Keywords: 좌초, 유조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 붕괴, 손상지표 대비 잔류강도 도표

(R-D diagram), 잔류 종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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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와 과학기술

유재훈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 회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에 대한민국이 출전한다 관련하여2013 34 .

작년 월에는 아메리카스컵에 도전하는 팀코리아의 국내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팀코리아는 아메리카스8 ‘ ’ .

컵 공식 참가를 앞두고 한국팀의 구성과 대회 일정 스폰서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향후 한국팀이 아,

메리카스컵 대회를 어떻게 치러 나갈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본선에서 사용될 경기정을.

설계 개발하기 위한 기술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해양레저산업기술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목, ,

포대학교 유재훈교수와 부회장인 서울대학교 이신형교수가 참여하게 된다 현재 팀코리아는 사상 최초로.

도전한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년 포르투갈 영국 미국 및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개의 월드시2011~2012 , , 4

리즈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팀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종합 위를 달리고 있다4 .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정에 적용되어지는 과학 기술은 매우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첨

단 과학 기술들이 적용된다 년에 시작된 아메리카스컵은 년 이후로 국가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 1851 1983

의 장이 되었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자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고성능의 요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그 변천사를 살펴보고 고성능 요트,

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연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회 참가에 즈.

음하여 국내 기술의 수준과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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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요트의 최신기술

동향 및 개발방향

이 신 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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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메리카스컵 출전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김동영 팀코리아 대표이사( )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 회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에 대한민국이 출전한다2013 34 . 제 회34

아메리카즈컵은 참가팀들의 실력 향상과 대회 붐 조성을 위한 아메리카즈 월드시리즈 년와 챌(2011~2013 )

린지팀도전자을 선발하는 루이 비통컵 년 미국 샌프란시코에서 열리는 제 회 아메리카즈컵으로 진( ) , 2013 34

행된다 제 회 아메리카즈컵은 한국을 비롯한 개 팀이 오는 월부터 년 월까지 번의 월드시리즈. 34 9 8 2013 9 14

투어 매치를 진행하고 루이 비통컵을 통해 도전자를 뽑은 뒤 전 대회 챔피언인 미국의 오라클 레이싱팀과

매치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1:1 .

본 발표에서는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어떠한 기,

여 효과가 있는지 고찰해보았다.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국제 스포츠 행사 중 가장 오래된 전통과 권위 규모를 가진 요트대회,ㅇ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는 단순 요트 대회가 아닌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국가 간 자존심의 대회,ㅇ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번째 규모의 경제적 효과 발생, 3ㅇ

우리나라는 아메리카스컵 차 대회인 년부터 출전 중34 2011ㅇ

아메리카스컵 대회를 통한 해외 성공사례□

뉴질랜드 스페인 아메리카스컵대회 개최 이후 세계적 명품 도시로 탈바꿈( , )ㅇ

중국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효과( )ㅇ

아메리카스컵 대회를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기대효과□

대국민 홍보 효과 및 국내 산업 활성화ㅇ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수출증대 효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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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한조선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2012

기획세션 발표 요약서(5)

� 제 목: HSPVF2012

� 발표자 안병권 교수 충남대학교: ( )

� 일 시 년 월 일 제 발표장: 2012 5 31 ( 9 )

� 개 요:

년부터 대한조선학회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한국해양연구원이 공동으1999 , ,

로 주최해오고 있는 인력선 솔라보트축제 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 (HSPVF)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찰한다.

� 내 용:

1) 개요 및 연혁HSPVF

2) 인력선 및 솔라보트의 종류

3) 창의적 공학설계와 교육효과

4) 국내외 대회 현황

5) 준비현황HSPVF 2012

그림 1 Human Powered Vessel 그림 2 Solar Boat

그림 3 연도별 참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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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1김선영, 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 시스템(UVS : Unmanned
Vehecle System)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개발되고 있는 무인기 시스템 중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크게 무인비행기,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선
이 있다. 이 중 무인비행기는 속도, 임무 수행 영역, 통신, 신속한 배치 면에서 장점이 많아  무인기 중 가장 개발이
활발하고 활용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무인 잠수정은 속도가 느리고 활동영역도 매우 제한적이며 운용하기도 매우 
어려우나 은닉성이 뛰어나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잠수정 이외에 접근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무인
수상선은 무인 비행기와 무인잠수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편이나 많은 장비들을 탑재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비교적 높은 속도로 넓은 영역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 
된다. 무인 수상선이 활용될 수 있는 임무 분야로는 해군에서의 기뢰 탐지, 적진 침투, 정찰 등 인명 피해 위험이 큰 
작전, 해양경찰에서의 불법 조업 감시, 조난자 수색, 방제 지원 등의 임무를 소수의 투입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
시 및 구난/방제 지원, 해양조사 기관에서의 유인선과 협업에 의한 해양조사, 유인 해양조사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천
해역에서의 해양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무인선 수요를 고려할 때 무인선 세계 시장은 2015년 31억불에서 
2019년 103억불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미국 전문기관은 예측하고 있다(Vsison, Moire, 2003).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양부 해양장비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해양조사와 해양감시를 목적
으로 하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선은 모선 탑재용으로 모선에 설치된 관제시스템과 무선통신
으로 원격 통제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인선의 목표 최대 속도는 45노트이고 해상상태 4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무인선은 사람의 통제 없이도 어느 정도 자율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능형 무인선으로 개발되는 데 주
요 자율 능력으로는 경유점 추종, 장애물 인식 및 충돌 회피, 비상 시 자율 복귀, 시스템 고장 진단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사업의 목표, 연구 내용, 추진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 Unmanned Surface Vehecle(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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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개념 설계 예비 결과
1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2김선영(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국토해양부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으로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무인선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최고속도 45노트이며, 해상상태 4에서 운용가능한 무인선 플랫폼을 개념적으로 설계하였고,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탑재시스템과 모선관제시스템을 함께 개념적으로 설계하였다. 무인선 플랫폼은 3가지 종
류의 선체선형을 설계하였으며, 해양감시장비로서 레이더시스템 및 열화상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해상장애물을 인식하고, 
충돌 회피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운항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해양조사장비로서, 멀티빔에코사운더 및 ADCP, 그리고 CTD센
서를 선체 일체형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무인선을 원격으로 통제하기 위해, 모선 기준 20km 범위에서 16Mbps 전송속도를 갖는 
주통신장비 및 40km 범위에서 필수정보와 명령을 송수신하기 위한 보조통신장비를 설계하였다. 운항관제, 열화상/레이더 관제,
해양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모선내 원격관제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무인선을 모선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수, 회수하
기 위한 진회수장비를 개념적으로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 시스템의 개념설계의 주요 특징과 그 설계결과에 대해 소개
한다.

Keywords : Unmanned Surface Vehicle(무인수상선), System Design(체계설계), System Integration(체계통합), Conceptual 
Design(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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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무인선 플랫폼 개념설계 개발
김성환, 김선영, 손남선, 이춘주, 문일성(한국해양연구원), 조성진((주)극동선박설계)

1. 개요
다목적 무인선 플랫폼 개발을 위한 설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다목적 무인선의 임무는 해양
감시와 해양조사를 각각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능을 
갖는 무인선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무인선의 시스템구성 및 개념을 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무인선 
개발사례를 조사하여 시스템을 분석하였고, 해양경찰정의 고속단
정의 운용개념을 파악하여 설계기본계획을 설정하였다.

다목적 무인선은 자율운항 기능을 갖고 모선에 탑재되어 이동
하며 임무수행상황에서 진수하는 운용개념을 갖는다. 다목적 무
인선이 갖는 무인시스템으로서는 무인선 관제 시스템, 무인선 
자율 운항 시스템, 무선 통신 시스템, 해양 감시 시스템 및 해
양 조사 시스템이 있고, 모선에는 무인선의 진수/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모선으로의 진수 및 회수를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무인선의 최대선속은 45노트이고 해상상태 sea state 4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치수는 해양경찰정의 고속단정의 대체선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고속단정보다 크지 않도록 하였고, 무게는 고속단정의 
davit 용량을 고려하여 약 2.5톤으로 정하였다.

고속정에 적합한 선체재질로서 알루미늄, FRP, Kevlar 및 복합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무인선의 선체재질로 FRP로 정하였다.

추진시스템은 다목적무인선의 성능, 중량, 크기 등에 대한 제
한을 고려하여 동력장치는 디젤기관으로 하고 추진기는 고정피
치프로펠러, 물분사추진장치 및 선외추진기의 특성을 분석하여 
무인선의 운용개념에 적합한 추진기로 물분사추진장치를 선정하
였다.

임무수행을 위한 항속거리는 300해리로 하였고, 항속시간은 
15시간으로 하였다.

무인선의 선형은 선형 1안인 활주형선을 기본선형으로 개념설
계를 수행하였고, 선형의 대안으로 내항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개념선형 2안과 쌍동형선의 개념선형 3안에 대해 선형개념을 개
발하고 일반배치를 계획하여 대안에 대한 무인선 플랫폼의 시스
템을 제시하였다.

구성된 무인선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중량 및 중심을 계산하
였으며, 기본선형에 대한 선속 및 마력을 추정하여 주기관을 선
정하였다.

무인선의 운용개념에 따라 파도나 외력에 의해 전복될 경우에
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도록 자기직립복원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선형개념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념설계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
목적 무인선의 개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본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2. 외국 무인선 개발 사례
외국의 대표적인 무인선 계발 사례를 조사하여 무인선 시스템

을 분석하고, 다목적 무인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1 PROTECTOR
⦁개발국 : 이스라엘
⦁길이 : 9 m  
⦁최대선속 : 50 놋트
⦁주기관 : 디젤엔진
⦁추진기 : Water-Jet
⦁주요장비 : 레이다, GPS, 주야간 감시카메라, 레이저거리측

정기, Mini-Typhoon, PA system, Light projector

그림 1 PROTECTOR
 

2.2 SEASTAR
⦁개발국 : 이스라엘
⦁길이 : 11 m
⦁최대선속 : 45 놋트
⦁주기관 : 디젤엔진(2x470hp)
⦁추진기 : Water-Jet
⦁주요장비 : 레이다, 주야간 감시카메라, 소나, 기관포, 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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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EASTAR

 2.3 INSPECTOR
⦁개발국 : 리투아니아
⦁길이 : 8.2 m
⦁최대선속 : 35 놋트
⦁주기관 : 디젤엔진(2대)
⦁추진기 : Water-Jet
⦁주요장비 : 레이다, 주야간 감시카메라, 소나, 기관포

그림 3  INSPECTOR

2.4 C-TARGET
⦁개발국 : 영국
⦁길이 : 5 m 
⦁최대선속 : 32 놋트
⦁주기관 : 디젤엔진(2대)
⦁추진기 : Outboard
⦁주요장비 : 레이다, 주야간 감시카메라

그림 4  C-TARGET

2.5 Yamaha UMV-H
⦁개발국 : 일본
⦁길이 : 4.4M
⦁최대선속 : 40노트
⦁주기관 : 112PS
⦁추진기 : water jet
⦁주요장비 :

그림 5 Yamaha UMV-H
 

3. 다목적 무인선 개발 기본계획
3.1 주요임무
다목적 무인선의 주요임무는 해양감시와 해양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해양감시

- EEZ, NLL, 독도 영해 등 해상경계 내 불법선박 단속 지
원

    ☞ 주야간 카메라를 이용 불법어로, 밀입국 선박 동영
상 증거수집

    ☞ 불법 선박 주위 경고 및 시위기동
- 항만 및 연근해 상시 무인 순찰
    ☞ 광학카메라를 이용한 항만 수상 감시(유류투기 등)

2) 해양조사
- 멀티빔 에코사운더를 이용한 해저지형 조사



-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센서를 이용한 
해수의 염분, 수온, 수심 및 유속 조사

3.2 무인선 기능 및 무인 시스템
3.2.1 무인선 기능
1) 자율운항기능 확보
- 경유점 추종 운항
- 장애물 인식 및 충돌 회피
- 임무 종료 및 비상 상황 시 자율 복귀
- 시스템 고장 진단 

2) 모선 탑재 운용
- 모선에 탑재 이동하여 임무수행 해역에서 진수함
- 모선의 관제시스템으로 무인선과 무선통신으로 연결하여 

원격 통제하며 임무를 수행함 
- 모선에는 모형선의 진수와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 진수/회수 시스템이 장착됨 
3.2.2 무인 시스템구성
1) 무인선 관제 시스템
- 모선에 탑재되어 무인선 운용자가 무인선의 운항과 임무

를  원격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 영상을 기반으로 한 해양감시 관제 시스템, 해양조사 작

업 관제 시스템, 모형선 운항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됨. 
2) 무인선 자율 운항 시스템
- 무인선이 목적하는 장소로 정확히 이동하기 위한 시스템

으로 무인선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항법 시스템
- 이동 경로를 계획하기 위한 경유점 자동 생성 시스템, 계

획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위한 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 
장애물 인식 시스템, 충돌회피 시스템으로 구성됨.

3) 무선 통신 시스템
- 무인선과 관제시스템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시스

템
- 무선 데이터링크시스템과 데이터 고효율 전송을 위한 영

상압축복원시스템으로 구성됨.
4) 해양 감시 시스템
- 해양감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영상에 의한 물체 감시/추적 시스템, 레이더에 의한 물체 

감시/추적 시스템, 경고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됨.  
5) 해양 조사 시스템
- 해양조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해양계측을 위한 센서시스템과 측정데이터 관리 시스템으

로 구성됨. 
6) 무인선 진수/회수 시스템
- 무인선의 진수와 회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시스템
- 무인선 양하강장치와 무인선 자동 도킹 시스템으로 구성

됨.

3.3 주요치수 및 중량 제한
다목적 무인선은 유인고속단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선으로 

계획하여, 규모는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에 적재되어 있는 고속단
정 기준으로 하였다.

해양경찰정 100톤급에서 5000톤급의 경비함에 유인고속단정
을 적재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고속단정의 크기는 다음과 같
다.

- 길이 약7.7m, 폭 약3.0m, 무게 약2.4톤
- davit의 용량은 3.5톤
고속단정의 크기, 중량 및 davit의 용량을 기준하여 무인선의 

주요치수 및 중량에 대한 설계조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길이 : 7.5m 이하
- 폭 : 3.0m 이하
- 중량 : 약 2.5톤

3.4 선체재질 검토
고속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질에 대한 특성을 아래와 같이 검

토하였고, 각 재료특성을 분석하여 무인선의 선체재질을 FRP로 
결정하였다.

1) Aluminum
- 알루미늄 합금선은 선체 무게가 가벼워 연료비가 절감
- 부식이 잘 안 돼선체에 페인트를 자주 칠 할 필요도 없어 유

지 보수비용이 절감
- 친환경적 재료이며 경량, 고속성능이 우수하며, 탄성이 좋

고, 내구성, 내식성 좋음
- 초기 건조 비용이 높고, 용접 시공 등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운항 접촉 사고 시 수리가 힘듬
2) FRP
- FRP선은 동일 두께를 가진 판 부재일지라도 구성요소재료

와 사용비율의 조합에 따라 강도와 중량 등이 상당히 달라짐.
- 대량 양산이 가능하고 낮은 유지비, 열전도율이 낮고 가볍

고 내구성이 강함.
- 폐선 처리가 힘들고 작업 환경에 따라 강도차이가 크며, 장

기간 사용 시 강도가 약해지고 변형 및 수분흡수로 인한 중량증
가

3) Kevlar
- 인장강도가 높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열에 의한 수축률도 

적다.
- 벤젠 등에 의해 쉽게 녹지 않는 내화학성 물질이며, 전기절

연성, 내화학성 등의 성질이 있다.
- 강철과 같은 굵기의 섬유로 만들었을 때 강철보다 5배나 강

도가 높다. 하지만 물에 젖으면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별도
의 방수처리가 필요하다. 

- 내열, 내한성이 우수하다.
- 가볍고 강한 인장강도를 갖는다.
- 저전도성, 방염성이다.
4) Al. 복합재료
- 알루미늄 합금과 하이파론 튜브로 구성된 복합재료가 있다.



- 나일론 등의 기본섬유에 용도및 목적에 맞도록 다영한 방수
소재로 코팅해서 사용한다.  

5) Kevlar 복합재료
- Kevlar와 각 시트류 알루미늄 및 하이파론 튜브로 구성된 복

합재료가 있다.
- 선체 전체에 Kevlar를사용하지 않고 각 시트류와 portable 

tank에 부분적으로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하여 의장품 탑재 시 작
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5 선속 및 해상상태
- 최대선속은 정수중 45노트
- sea state 4에서 운항가능

3.6 추진시스템 검토
무인선에 적합한 추진장치로 고정피치프로펠러, 물분사 추진

장치 및 선외기를 고려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물분사추
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 전통적인 고정피치 프로펠러
- 고정피치 프로펠러의 경우 시리즈 차트에 의한 분석수행
- 효율 높음
- 제자리에서 선회능력이 낮음
- 로프와 같은 해양 폐기물에 의한 문제점 발생: 잠수
부 작업 필요
2) 물 분사 추진장치(Water Jet Propulsor)
- 추진기 작동 영역: 고회전수 고속
- 저속선의 경우: 개발 및 검증 필요
- 물이 들어오는 입구면에 해양 폐기물 및 로프가 들
어오기 매우 쉬움
- 이물질 제거시 추진기 분해

그림 6  Water Jet Propulsor System

그림 7  Water Jet Propulsor Operating Range

3) 선외기 추진장치
- Aquamaster에서 개발되어 시판 
- 작동영역: 저속에서 작동
- 유지 보수의 용이: 추진기에 문제점이 발생시 
추진기를 수면 밖으로 위치시켜  잠수부의 도움
없이 수리가 가능하도록 고안
- Hull Mounted Type: 수심의 변화에 적용
- 덕트 선외기: 로프의 감김이 일반 선외기의 경
우보다 더 빈번히 발생

그림 8 선외기의 형상 및 종류

그림 9 선외기의 작동영역

그림 10 일반선외기와 덕트형 선외기

3.7 항속시간 및 거리
- 항속 시간 : 15시간
- 최대항속거리 : 300n.m

4. 다목적 무인선 개념설계 결과
4.1 무인선 선형개념 및 일반배치계획
4.1.1 무인선 개념선형 1안
1) 주요치수 선정
무인선의 기본선형으로는 고속단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활주형 



RIB 선형으로 계획하였다. 활주형 RIB 선의 실적선에 대한 길이
와 폭의 상관관계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 활주형 RIB의 길이-폭 경향

또한 고속활주선의 길이와 폭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식
은 다음과 같다.
  ∼ ∙

이상의 실적선주요치수와 경험식을 바탕으로 무인선 기본선형
인 개념선형의 주요치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Loa : 6.025m
- Breadth : 2.0m
- Depth : 1.075m
2) 선형개념
선형으로는 대표적인 deep-V형 고속활주형선을 계획하였다. 
단면의 형상은 소형선임을 감안하여 직선형으로 하였고, 

chine은 2중 knuckle로 설계하였다. Deadrise는 트랜섬에서는 
약 21.3도로 deep-V형이며, 중앙부에서 선수로 갈수록 deadrise
를 키워 고속에서 선수파의 충격이 작아지도록 하였다.

선미끝단의 선저는 갑판보다 150mm 길게 연장하여 고속에서 
트림을 조절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활주면에는 spray rail를 
3열로 설치하여 고속에서 저항을 감소시키며, 파랑중에서 항주상
태를 개선하도록하였다.

개념선형 1안의 단면형상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개념선형 1안 선형개념

3) 일반배치계획
상갑판 상부구조물은 무인선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

재하는 공간으로 배치하였으며, 자기직립복원성을 만족할 수 있

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갑판하부의 공간은 선수부에는 충돌격벽을 두고 중앙부에는 

기관실격벽을 두어 3개의 구획으로 구분하였다. 
기관실에는 기관실과 추진시스템 및 연료탱크를 배치하였고 

기관실격벽과 충돌격벽 사이의 공간에는 해양조사장비와 배전반 
등 무인선 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를 배치하였다.

연료탱크의 위치는 무게중심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두어 연료
를 소모하더라도 흘수의 변화가 크기 않도록 배치하였다.

개념선형 1안의 일반배치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개념선형 1안 일반배치계획

4.1.2 무인선 개념선형 2안
개념선형 2안은 기본선형보다 내항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형으로 계획하였다.
개념선형 2안의 주요치수는 다음과 같다.
- Loa : 7.1m
- Breadth : 2.0m
- Depth : 1.2m
개념선형 2안은 선형 1안보다 선수부의 길이를 1m 길게 연장

하여 각 수선면에서 선수부의 입사각을 더 줄였다.
선체 중앙부의 deadrise는 약 30도이고, 선수부의 profile은 

baseline 보다 아래로 내려있어 개념선형 1안에 비해 deadrise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깊이는 기관실의 배치를 고려하여 선형 1안에 비해 0.125m 
깊게 하였다.

활주면에는 spray rail을 2열 배치하였다.
개념선형 2안의 선형개념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개념선형 2안 선형개념

일반배치는 선형개념 1안과 동일한 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선형개념 2안의 일반배치계획은 그림 15와 같다.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소화 장치 시스템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 4개
마스트 FRP 1식
클리트(계류 장비) 클리트, 스테인레스 스틸 3개
해치 FRP 2개
주기관 정비용 패치 FRP, Bolting Tyoe 1개
맨홀 FRP 1개
통풍통 FRP, 자동 폐쇄 밸브 부착 4개
수직 사다리 알루미늄 3개
Engine abt. 310hp *3500rpm 1식 with gear box(Volvo penta)
Water jet FF270 1식 KAMEWA
submersible bilge pump 1식 auto st/sp

소형 compressorwith Air tank abt 0.5 hp * 7kg/cm2 1식 auto st/sp개구자동폐쇄장치용
Fuel oil tank FRP 1식

NO ITEM WEIGHT(kg) L.C.G(m) L-MT (kg-m) V.C.G (m) V-MT(kg-m)
1 선체 670.0 -0.90 -603.0 0.80 536.0 
2 기관공사 785.0 -1.71 -1340.0 0.55 428.1 
3 의장공사 93.0 -0.55 -51.1 1.81 168.3 
4 전기공사 497.9 0.25 125.7 1.47 733.4
5 MARGIN 229.1 -0.85 -194.7 0.82 187.9 
6 경하중량 2275.0 -0.91 -2063.1 0.90 2053.7
7 Fuel oil 225.0 -0.63 -141.8 0.55 123.8 
8 배수량 2500.0 -0.88 -2204.9 0.87 2177.4

NO ITEM WEIGHT(kg) L.C.G(m) L-MT (kg-m) V.C.G (m) V-MT(kg-m)
1 선체 670.0 -0.90 -603.0 0.80 536.0 
2 기관공사 785.0 -1.71 -1340.0 0.55 428.1 
3 의장공사 93.0 -0.55 -51.1 1.81 168.3 
4 전기공사 579.6 0.24 137.1 1.34 777.5 
5 MARGIN 229.1 -0.85 -194.7 0.82 187.9 
6 경하중량 2356.7 -0.87 -2051.7 0.89 2097.8
7 Fuel oil 225.0 -0.63 -141.8 0.55 123.8 
8 배수량 2581.7 -0.85 -2193.5 0.86 2221.5

그림 15 개념선형 2안 일반배치계획

4.1.3 무인선 개념선형 3안
개념선형 3안은 쌍동선형의 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주요치수는 다음과 같다.
- Loa : 6.525
- Breadth(ext.) : 3.2m
- Breadth(hull) : 1.15
- Depth : 1.2m
개념선형 3안의 선형개념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개념선형 3안 선형개념

개념선형 3안의 일반배치개념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개념선형 3안 일반배치계획

4.2 주요장비시스템구성
다목적 무인선 플랫폼에 필요한 주요장비시스템을 구성하였으

며, 표 1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1 무인선 플랫폼 주요장비시스템

4.3 중량 및 중심 추정
기본선형인 개념선형 1안에 대한 시스템에 따라 해양감시상태

와 해양조사상태에 대한 중량 및 중심을 계산하였으며, 각 운항
상태별 결과는 표 2와 표 3에 각각 정리하였다.

표 2 중량 및 중심추정 (해양감시상태)

표 3 중량 및 중심추정 (해양조사상태)

4.4 선속 및 마력 추정
기본선형의 해양조사상태에 대한 선속별 마력을 활주형선 마

력추정용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그
림 18과 같다.



 그림 18 기본선형의 선속 및 마력

4.5 자기직립복원성능
기본선형인 선형 1안의 해양조사상태에 대한 자기직립복원력

을 계산하였다.
초기트림상태에서 상부구조물에 의해 발생하는 부력과 부력중심

의 위치를 변화시켜 자기직립복원성능을 추정하였고, 이 결과에 따
라 상부구조물의 형상을 선정하였다. 횡경사각 0도에서 180도까지
의 전 경사범위에서 복워력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선형 1
안의 자기직립복원성능 계산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횡경사에 대한 복원모멘트 변화

선형 1안의 대표단면에서 횡경사각에 대한 흘수선의 변화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횡경사에 대한 각 단면의 흘수선 변화

5. 결론
1) 무인선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인

선의 성능과 기능에 맞는 무인선 시스템을 구성하고 일반배치계
획 등 개념설계를 수행함으로 설계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무
인선 개발의 기술적인 검증을 하였다.

2) 고속무인선의 기능 및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선형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선형개발과정을 통하여 선형의 
개선과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3) 무인선의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파랑이나 외력에 의해 전복
되더라도 자기직립복원이 가능한 선형을 개발함으로서 독자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념설계에 의해 제시된 결과는 무인선 플랫폼의 구체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과정의 기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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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개념 선형 저항 및 운동성능 평가 시험
김동진, 유영준, 이기표(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대상 무인선은 해상에서 최대속도 45knots의 고속으로 이동, 정찰 등의 임무를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선형 설계 단계에서 설계 속도 사양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엔진 마력을 추정해야 하며, 해상 조건에 따른
선박의 운동성능, 그리고 이로 인해 탑재된 장비의 성능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 개념 선형은
총 3가지로 계획되었으며, 이 중에서 첫 번째 하드차인형 단동 활주선 선형의 저항 및 내항성능 추정을 위해 서울대학
교 시험수조에서 고속 예인시험을 수행하였다. 전 속도 영역에 대해 정수 중에서 저항 시험을 수행하고 매 시험마다
등속 구간에서 부상량, 트림 그리고 저항을 계측하였다. 또한 시험 영상 분석을 통해 선저의 침수 면적을 계산하고 이
론적 항주 자세, 저항 추정의 검증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실선 대비 20knots, 30knots 두 가지 속력에 대해 다양한
파장의 선수 규칙파 중에서 운동 계측 시험을 하였다. 예인 중에 파고, 상하동요와 종동요를 동시에 계측하며 분석을
통해 RAO를 추출하였다. 정리된 모형 시험 데이터를 사전에 수행된 이론 계산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후 무인선 본 선형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Keywords : Unmanned ship(무인선), Hard chine planning hull(하드차인형 활주선), High-speed model test(고속모형시험), Resistance 
performance(저항 성능), Seakeeping behaviour(내항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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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형 고속선 유체 성능 초기 추정 방안
여동진,김성환,김연규(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

요 약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다목적 무인선 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무인선은 해양감시/탐
사/국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그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선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
개발 중에 있는 무인선은 45노트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것이 요구조건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선형의 선정 및 선형 특성의 해석이 필요하다. 개발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선형의 설계를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설계
선형에 대한 성능 추정이 중요하게 되나 현재까지 고속선형에 대한 초기 성능 추정 방법은 크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설계
의 진행에 있어 애로점이 많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주형 고속선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설계 과정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추정이 필요한 각종 유체성능에 대하여 나열하고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 : High-speed planing boat(활주형 고속선), Initial design stage(초기 설계 단계), Hydrodynamic performance(유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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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1김성준(지오시스템리서치), 2김홍선(지오시스템리서치), 3이문진(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다목적지능형 무인선에서 다양한 해양환경정보를 수집, 처리 및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해양관측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목적 및 환경에서 여러 해양환경인자를 실시간 관측 및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무인선에서 활용가능한 해양관측장비를
선정하고 다양한 센서를 연계하는 통합 컨트롤러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목적 무인선에서 운영한다.

Keywords : 다목적무인선, 해양관측시스템 

1. 서 론
전통적으로 해양조사는 유인선을 활용하여 해양관측을 수행하

거나 등부표 혹은 해양구조물을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정점관측
을 수행하였다. 무인선을 활용한 해양조사시스템의 개발은 기존
의 높은 인건비 및 제한된 해양관측 효율에 비하여 광역의 해역
에서 고효율 저비용의 무인해양관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무
인선을 활용한 해양관측시스템은 (1) 무선IT 기술이 결합된 새로
운 해양환경모니터링기법을 제공하고 (2) GIS 기반의 자동측정을 
통해 환경요인, 물리, 지리정보자료와 상호 연계되어 해양환경 
현황을 실시간 광역적으로 파악하고 환경 DB를 구축하며 (3) 광
역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및 해역통관리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 있다.

2. 국내외 관련 기술 및 동향
해양의 정보를 실생활과 정책 의사결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 상황 정보와 핵심적인 예측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실시간 해양관측정보를 활용한 예측
력을 향상함으로써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향
(Operational Oceanography) 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전세계 해양관측망(GOOS)을 포함하여 
인접 국가간 지역적 협력관측체제, 국가기관 및 대학 등의 협력
체제 구축 등 다양한 규모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나 인공위성 자료 뿐 아니라 기관간 협
력체제를 구축하여 해양관측 및 기타 연구자료를 통합하여 관리
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과 예측력 향상 도모를 꾀하고 있다. 실시
간 해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부이시스템은 이미 보편
화된 단계이며, 시스템 성능과 활용성의 향상은 모니터링 목적에 
따른 체계적 모니터링 방안 설계, 무인환경관측시스템의 발달, 
자료의 관리와 정보 해석 기술 발전이 관건이다.

최근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방향은 초기단계의 해양
기상 및 물리환경 중심 모니터링에서 업그레이드하여 해양생태
계의 변화, 자원량 변화, 유해생물의 급증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
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해양 플랫폼(무인선 포함)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으로
는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성요소 중 일부로 운영되는 파랑관측부
이, 해양기상부이, ARGO부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단위 사업별, 
목적별로 일부 지역에서 한 개 또는 수개의 모니터링 부이가 운
용되고 있다.

국내 부이를 포함한 연안해양 실시간 관측 시스템은 대부분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수온, 염분, 조류, 해류 등 물리·기상 요
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존 산소,  엽록소 등 생물화
학적 요소에 관한 모니터링은 극히 제한적이다. 선진기술의 도입 
및 국내 기술 개발로 인해 부이 등을 통한 실시간 관측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축 기술은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다고 판단되
나, 무인선을 활용하여 광역 해역을 대상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은 
개발상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1 연구개발 목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에서 다양한 해양환경인자를 자동/원격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및 적용이 본 연구개발의 
주요목표이다. 광역의 해역에서 정해진 Way Point를 따라 해양
관측을 수행하거나, 특정 정점에서 층별 해양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지능형 해양조사시스템 설계, 개발 및 적용을 위하
여 무인선에서 활용가능한 해양관측장비를 검토하고, 실시간 관
측자료처리 및 전송을 위한 통합컨트롤러 개발 그리고 무인선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Table 1. The overview of oceanographic monitoring system for 
unmanned surface vehicle project

구분 연구목표 연구내용

1차년도 해양관측시스템 
기초 설계

국내외 해양관측시스템 
연구 및 동향 검토
해양관측시스템 구조, 기
능 및 운영방안 연구
무인선 활용가능한 해양
관측장비 검토
운용시스템 기초 연구

2차년도 해양관측시스템 
설계

해양관측 통합컨트롤러 
개발
해양관측장비 연계방안 
연구
표준형 프로토콜 연구개
발

3차년도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헤양관측 통합콘트롤러 
개발 및 테스트

4차년도 GIS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설계

해양관측 자료처리 및 가
시화 S/W 설계
DB 및 가시화시스템 개발

5차년도 시험적용
해양관측시스템과 운영시
스템 연계 개발 적용
현장적용 시범테스트

3.2 연구내용
해양관측시스템은 해양관측장비-통합컨트롤러-자료전송시스

템-자료처리시스템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무인선에서 활용가능한 해양관측장비는 해양물리자료 취득을 
위한 CTD (수온, 염분 등), 해양생화학관측을 위하여 용존산소, 

탁도 및 클로로필 관측센서, 해수유동을 관측하기 위한 ADCP, 
그리고 해저지형을 관측하기 위한 사이드스캔소나 및 멀티빔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무인선 운용 목적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해양관측장비를 설
치/운영하도록 하여 무인선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해양관
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able 2. Parameters of oceanographic monitoring system for 
unmanned surface vehicle

Content Parameter
CT Water Temperature, Salinity, (Depth)

BioChemical Dissolved Oxygen, Turbidity, Chlorophyll
Current Current Velocity, Direction

Topography 60kHz wideband Multibeam

통합컨트롤러는 다양한 해양관측장비의 관측치를 1차 처리하
여 전송하는 장비이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해양관측시스템으로
서 국산화 개발을 통하여 외산 관측장비에 종속되지 않는 해양관
측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통합컨트롤러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다양한 해양관측장비와의 연계를 통하여 해양관측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선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한다.

Figure 1. The Configuration of integrated controller of 
monitoring system

GIS 기반 해양관측정보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해 생산
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서, 통합DB 구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GIS 기반 통합정보 시스
템은 다양한 정보의 가공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해양관측
정보를 제공한다. GIS 기반 해양조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
어 추가 요구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설치 및 사용에 편리성을 극
대화한 사용자 편의 GUI를 설계하여 실무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조회 및 분석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할 계
획이다.

Figure 2. An example of GIS based monitoring S/W

4. 결 론
다목적 무인선을 활용한 GIS기반 해양조사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은 해양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환경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고도화된 자동화 해양관측시스템 기반의 해양
조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추후 여타 사업의 결과물들과 유용한 연
계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연안 환경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 기
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선을 활용한 해양조사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양
환경모델을 구축하고 해양환경의 변화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기
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며, 다목적 무인선을 활용한 해양조사는 
광역의 해역에서 지정된 Way Point를 이동하거나 특정 정점에서 
자동으로 다양한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유인조
사에 비하여 인력 및 비용의 효율성 및 해양관측산업의 고부가가
치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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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자율운항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1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2윤근항(한국해양연구원), 3오상우(한국해양연구원), 4표춘선(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해상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무인선은, 근거리 장애물 인식을 위하
여, Lidar와 열영상카메라를 사용하고, 원거리 장애물 인식을 위하여, AIS 및 ARPA 레이더를 이용한다. 장애물인식 센서로부터
획득된 장애물 정보를 바탕으로 무인선이 안전하게 회피 기동을 하기 위하여, 항법센서처리부, 자율운항처리부, 장애물인식처리
부 및 조종/추진제어부를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항로와 해안선 등 고정장애물 및 이동장애물을 고려할 수 있으며 무인선
이 원격통제범위를 이탈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 자율운항 시스템
의 주요 특징과 그 설계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Keywords : Unmanned Surface Vehicle(무인수상선), Autonomous Navigation(자율운항), Obstacle Recognition(장애물인식), Collision 
Avoidance(충돌회피)

자율도 기능 
1단계 -원격제어 
2단계 -원격제어 및 원격 모니터링 
3단계 -경유점 추종 
4단계 -경로자동생성 및 추종기능 
5단계 -위험도 추정 및 회피경로생성 
6단계 -장애물 인식 및 충돌회피 

Table 1 Level of autonomous navigation

1. 서 론
국토해양부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진행중

인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과제의 두 번째 핵심기
술이 “무인선 지능형 자율운항기술”이다. 통상적으로 지능형 자
율운항(Intelligent autonomous navigation)은 경로의 계획
(reasoning/planning), 장애물 인식(perceptual) 및 충돌회피
(behavioral)의 전과정이 자동/자율적으로 수행됨을 의미한다
(Huntsberger & Buzzell, 2008). 자율운항의 수준은 1단계를 원
격수동제어, 10단계를 완전자율로 가정할 경우, 고정 및 이동장
애물을 인식하고, 회피경로를 생성하여 자동추종하는 6단계 자율
수준을 목표로 한다. 무인선에서, 낮은 단계의 자율운항기술인 
원격제어 및 경유점 추종제어 기술은 한국해양연구원이 소형무
인탐사선 및 민군겸용 원격선박통제용으로 그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Son, et al., 2004(a,b), 2006 , 2009). 무인선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운항기술인 장애물 인식 및 충돌회피 연구는 미국 제
트추진연구소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고정된 교각에 대한 충돌회
피 성공률이 25% 정도로 도전적인 기술이다 (Huntsberger & 
Buzzell, 2008).

 본 연구에서는,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 등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될 무인선이 모선에서 진수되어, 회수되기 전까지 전과정에
서, 장애물 인식과 충돌회피, 그리고 자율복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모선위치에서 임무지역까지 이동경로를 사전에 자동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사전경로계획기능, 이동중에 근거리 및 원거리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 인식된 장애물의 위험도를 식별하고, 
회피경로를 생성 및 추종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의 자율운항 시스템의 주요특징과 그 설
계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2. 무인선의 자율도
무인선의 자율운항시스템을 설계하면서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통상 무인체계에서 통용되는 자율운항 수준을 고려하였
다. 충돌회피 및 장애물인식이 가능한 6단계 수준의 자율도를 고
려하였다(Deyst, 2005).물론, 6단계이하의 낮은 수준의 자율수준
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2단계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은 주통신범위에서 무인선이 
원격조종자에 의해 수동으로 통제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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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Control of autonomous navigation for USV

단계는 사용자가 입력한 경유점을 따라 무인선이 자동으로 추종
제어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4단계는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을 입력
하면 자동으로 경로가 생성되며, 무인선이 이를 자동으로 추종하
는 수준이다. 5단계는 인식된 장애물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물별 
위험도를 추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회피경로를 생성하는 
수준이다. 6단계는 능동적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피경로의 생성 및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3. 무인선의 자율운항 시스템 설계
3.1 자율운항 시스템 구성

무인선의 자율운항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Fig. 1과 같다. 자율
운항시스템은 항법센서 처리부, 장애물 인식 처리부, 자율운항 
처리부, 조종추진제어부로 구성된다.

Fig.1 Configuration of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for USV

3.2 항법센서 처리부

무인선의 항법센서처리부는 무인선 자선의 위치 및 자세 계측
을 담당하며, 정밀 자율제어와 함께 진회수 및 자세제어를 위하
여 초정밀 측위센서(RTK-DGPS) 및 관성항법장비(INS)를 포함하
고 있다. 

Fig.2 Measurement of navigational information of 
USV

3.2 자율운항 처리부

무인선의 자율운항처리부는 Fig.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
물에 대한 정보 및 자선의 항법정보를 바탕으로 모선에서 전송한 
자율운항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조종/추진 제어명령을 산출한다. 
모선의 운항관제시스템에서 명령할 수 있는 자율운항모드는 수
동운항, 침로추종, 경유점 추종, 타선추종 및 충돌회피 모드가 있
다. 수동운항은 주통신범위에서 사용자가 원격수동으로 무인선의 
모든 제어기를 통제하는 모드이다 침로추종 및 경유점 추종, 그
리고 타선추종은 모선의 조종자가 목표침로, 목표경로, 목표타선
을 명령하면 작동되는 모드이다. 충돌회피는 위험이 발생하면 언
제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드이다. 

3.3 장애물인식 처리부

무인선의 장애물 인식 처리부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리 장애물 및 원거리 장애물에 대한 위치, 속도, 방위에 대
한 정보를 산출하여, 자율운항처리기에 전달한다. 



Fig.4 Recognition of obstacle information

근거리의 장애물은 Lidar 및 열화상카메라(EO/IR)에 의해 획
득된 3차원 형상정보 및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인식되며, 원거리
의 장애물은 AIS 및 ARPA 레이더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를 바탕
으로 인식된다. 

 
3.4 조종추진제어부

무인선의 조종추진제어부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
운항처리기에서 전달된 조종제어명령 및 추진제어명령을 수행하
기 위해, 각기 조종면(타기)액츄에이터와 추진기(엔진)액츄에이
터를 제어한다.  

Fig.5 Control of devices for maneuvering and propulsion

4. 결 론
무인선이 해상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자율

도 6단계의 자율운항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자율운항시스템은 경
로계획부, 장애물인식부, 자율운항처리부 및 조종추진제어부로 
나뉜다. 자율운항모드에는 원격수동제어, 침로추종제어, 경유점
추종제어, 타선추종제어 및 충돌회피제어 모드가 있다. 2차년도
(2012년 하반기~2013년 상반기)에는 자율운항시스템의 성능검
증을 위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내수면 시험을 수행할 예
정이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Development 

of autonomous unmanned surface vehicle for ocean 
observation and sea surveillance(PMS2280)"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orea.

참 고 문 헌
Deyst, J. J., 2005, Autonomous vehicles in support of naval 

operations, 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pp.54-55.

Huntsberger, T. and Buzzell C., 2008, Intelligent Autonomy 
for Unmanned Sea Surface and Underwater Vehicles. 
Proceedings of AUVSI 2008.

Son, N. S. Kim, S. Y. & Van, S. H., 2004. Design of an 
Operation Control and Remote Monitoring System of Small 
Unmanned Ship for Close-range Observations. Proceedings 
of IEEE OCEANS 2004, Kobe, Japan, 1093-1101 
November 2004. 

Son, N. S. Kim, S. Y. Van, S. H. & Lee, C.M., 2004. Design 
of an Auto-navigation System of Unmanned Surface 
Vehicle for Close-range Observations. Proceedings of 
SNAK(Autumn), Republic of Korea, October 2004.

Son, N. S. Lee, C. M. Yoon, H. K. Kim, S. Y. Kang, N. S. 
Yu, J. H., 2006. Study on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Rigid Inflated Boat . Proceedings of SNAK(Spring), 
Republic of Korea, 687-692 May 2006.

Son, N.S. Yoon, H.K., 2009. Study on a Waypoint Tracking 
Algorithm for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33(1), pp.35-42.



해양환경에서의 영상기반 물체탐지 및 추적 기법 연구 
A study on vision-based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in a marine environment 
박정홍(카이스트), 김진환(카이스트), 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단안카메라 기반의 근거리 수상물체의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양환경에서 취득된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물체를 안정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해수면 반사, 선박 후류 항적
등 해양환경 고유의 영상 잡음 처리를 포함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영상
필터링과 함께 임계치(Threshold)를 이용하여 이진화된 영상에 대해 외곽선(Contour) 검출기법을 적용하여 물체를
탐지하고, 영상 내에서 탐지한 객체가 카메라의 시야(Field of View)를 벗어나거나 탐지된 물체와의 상대적인 거리가
지나치게 커서 물체가 탐지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칼만필터(Kalman Filter) 기반의 추적필터를
적용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해역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에 적용하여 기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Monocular camera(단안 카메라), Object detection(물체탐지), Contour(외곽선), Object tracking(물체추적), Kalman flter(칼만필터)  
 

1. 서 론 
 
최근 해양탐사, 정찰 및 감시와 같은 다목적 임무수행을 

위한 무인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모선 혹은 육상 
제어실에서 카메라 영상을 활용한 무인 감시 및 무인 정찰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무인선의 감시 및 정찰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주변 해상물체를 인식하고, 
탐지하여 충돌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기존 대형 선박들은 Radar, AIS, 
ECDIS 등과 같은 항해 장비들을 활용하여 선박을 중심으로 
근거리 및 장거리 영역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위험성이 
있는 물체들을 식별하여, 운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인선의 경우에는 대형 항해 장비를 탑재하기에는 
적재공간과 재화중량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탑재 중량을 
최소화하고자 간단한 항해 보조 장비와 함께 비용 대비 
유용성이 높은 센서인 광학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따른 영상 처리 알고리즘의 적용이 
필요하다..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처리 연구는 이미 자동차분야와 
항공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주행 중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 단안 카메라 및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타 차량 및 차선을 탐지하기 위한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Kuo, Ying-Che, et al., 2011), 항공분야에서도 
조류충돌 및 항공기 간의 충돌 회피를 위해 비행중인 
상태에서 타 비행체를 탐지하는 연구를 비롯 (Sungwook 
Cho, et al., 2011)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와 항공 
분야에서의 연구에 있어 영상의 배경이 도로, 대기 및 
구름과 같이 변화가 일정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체를 안정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는 조도의 변화, 해수면에서의 빛의 반사에 
의한 영향, 항적(Wake)의 영향 등 해양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영상처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외부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적용되고, 검증된 알고리즘들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에 들어 해양환경의 
배경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추출하기 위한 영상처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존 연구로서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에서 Pixel profile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수평선을 검출하고,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한 후 외부요인들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영상처리 필터기법들을 적용하고 영상 
해상도의 변화와 영상의 블러링(Image bluring) 영향에도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널리 알려진 
Lucas-Kanade Optical flow를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Han Wang, et al., 2011). 또한, 
실시간으로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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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을 검출하고, 그 윤곽선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알고리즘의 연산속도를 향상시키고, 추적하는 기법이 
연구되었다(Gal, O, 2011). 

본 논문에서는 단안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해상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해양환경에서 
외부요인에 의한 영상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잡음을 
최소화하여 물체의 외곽선을 추출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 구현 단계와 영상 내에서 탐지한 물체가 카메라 
시야(FOV, Field of View)를 벗어나거나 탐지한 물체가 충분히 
멀어져서 영상 내에서 사라진 경우에도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추적필터가 적용된 단계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실해역에서 획득한 영상에 적용하여 
알고리즘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물체탐지 알고리즘 

 
해양환경에서 취득된 카메라 영상 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빛에 의한 
해수면의 반사효과(Glint Effect)와 이동하는 물체에 의해 
발생하는 항적(Wake)이 있다. 반사효과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항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상처리기법 시퀀스가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추가로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연산처리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의 고려가 
필요하다. 

 

 
Fig. 1 Proposed image processing procedure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영상처리기법들을 
적용하고 이를 실시간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OpenCV 기반의 C++ 기반의 프로그램이 작성되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컴퓨터 사양은 Intel® Core™ 
i7-2600이며, 메모리는 8GB, 영상은 디지털 컬러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해상도는 640x480, 프레임 속도는 
30frames/sec 이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영상처리 기법에 대한 시퀀스를 나타낸다. 먼저 컬러기반의 
영상을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은 후 영상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영상필터기능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Gaussian 
Pyramid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을 축소시킨다. Fig. 2와 같이 
축소시킨 영상에서 smooth 필터를 이용하여 빛에 의한 
반사효과 및 항적과 같은 잡음들을 제거하고, 임계값 
(Threshold)을 적용하여 이진화된 영상을 구성하며 이진화된 
영상으로부터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외곽선(Contour) 
검출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a) 

 
(b) 

Fig. 2 Processed images : (a) original image, (b) binary 
image. 

 



(a) (b) 
Fig.3 The results of object detection by contour algorithm : 
(a) contour image and (b) overlap with original image 
 

3. 추적필터 알고리즘 
 
해상에서 운항하는 무인선이 물체를 탐지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운동 또는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인해 
탐지된 물체가 카메라 시야를 벗어나거나, 탐지된 물체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추적하던 물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체의 운동 특성을 감안한 추적 필터의 
적용을 통해 물체 추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백색잡음 
가속도(White Noise Acceleration) 모델을 적용한 칼만필터 
기반의 추적 필터를 구현 적용하였다. 적용된 칼만필터의 
이산시간에서의 선형시스템 방정식은 다음 식(1)과 같다. 

  =  +                                     (1) 

 = ̇̇ ,  = 1 00 1 ∆ 00 ∆0 00 0 1 00 1  ,  =  00∆∆  
 
여기서, 는 상태변수로 이루어진 상태 벡터이고, 상태

변수 ,	는 영상 내에서 탐지된 물체의 중심의 좌표를 나
타내며, 상태변수 ̇ 	,	̇는 탐지된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낸다. 는 시스템 행렬이고, 는 프로세스 잡음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측정 방정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  +                                        (2)  = 1 0 0 00 1 0 0 ,  = /∆/∆  
 
여기서, 는 측정 행렬이고, 측정 잡음 는 평균이 0이

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프로세스 잡음와 측정 잡음 은 상호연관이 없다고 가정한다. 
탐지된 물체의 좌표로부터 추적을 하기 위해서 Time 

Update 단계와 Measurement Update 단계로 나누어서 
설계하였으며, 영상 내에서 탐지된 물체가 사라졌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사라진 경우에는 Time Update 단계만 
수행이 되어 물체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4는 칼만필터를 적용한 영상 이미지들을 나타낸다. 
(a)는 영상 내에 물체가 지속적으로 탐지되는 경우에 Time 
Update 단계와 Measurement Update 단계를 매번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얻은 추정치(Correction)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초록 색 사각형은 칼만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윤곽선 검출 기법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파란색 
사각형은 Time Update 단계의 결과인 예측치(Prediction)를 
표기한 것이며, 붉은 색 사각형은 Measurement Update 
단계의 결과인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b)는 영상 내에서 
탐지되던 물체가 상대적으로 멀어져서 탐지되지 않았을 
경우에 Time Update만 수행한 결과인 예측치를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 

 
(b) 

Fig.4 The results of object tracking by kalman filter : (a) with 
detected object and (b) without detected objec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에서 나타나는 카메라 영상 잡음을 

최소화함으로써 해상물체를 안정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영상처리 기법과 탐지하던 물체를 놓쳤을 경우에도 물체의 
위치를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확률 이론 
기반의 칼만필터를 적용한 추적필터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해역 영상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연구과제에서 ‘영상기반의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 개발과 
구현’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총 연구기간 3년 중에서 현재 
1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남은 연구기간 동안 실제적 
이고 다양한 해상환경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강인한 
알고리즘 개발을 비롯하여, 해상의 다중물체 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와 선박의 조종성능을 고려한 물체 
추적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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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자율운항을 위한 경로계획 알고리즘 개발
1김한근(KAIST), 2명현(KAIST), 3손남선(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최근 유인 선박이 수행하던 해양 조사 또는 해양 감시 등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무인선의 개발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인선 들을 넓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항법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리드 맵 기
반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봇 항법 기술의 하나로, A*와 같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 그리드 맵 기반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무인선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무인선
의 기구학적인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으로 추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의 기구학적
특성중 하나인 회전 반경과 해상 환경을 고려한 High-dimensional state A*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
의 최대 회전 반경을 고려한 그래프를 생성하고, 속도에 따른 회전 반경과 해상환경을 고려한 비용함수를 설계하여 무인선의 기
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경로를 생성한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논할 것이다.

Keywords : Ship Navigation(항법), Path Planning(경로 계획) 

1. 서 론
최근 유인 선박이 수행하던 해양 조사 또는 해양 감시 등을 효

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무인선의 개발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인선 들을 넓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항법기술이 필수적이다. 로봇 항법 분야
에서, 연산속도가 빠르고,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
는 그리드 기반의 맵은 위치인식, 매핑, SLAM (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building), 경로 계획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무인선에 필요한 해양 로봇의 항법 문제도 로봇 항
법과 마찬가지로 그리드 기반의 맵 표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
고, 많은 연구자들이 적용하고 있다(T. H. Lee, et al., 2011).

그리드 맵 기반의 경로 계획 분야에서는 A*와 같은 알고리즘
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와 같은 대부분의 
그리드 맵 기반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인선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학적 특성은 속도에 따른 회전 반경이다. 따라서 실제 무인
선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무인선의 기구학적인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최단 경로를 생성하면, 정상적으로 추종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해양 공학 분야에서도 해양 로봇의 기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항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

부분의 연구 주제가 경로 계획 보다는 장애물 회피에 초점을 두
고 있다(C.-K. Tam, et al., 2009). 최근에는 유전 알고리즘이나 
퍼지 집합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
나(R. Szlapczynski, 2006, R. Smierzchalski, et al., 2005), 해
양 로봇의 실제 회전반경을 고려한 경로를 생성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무인선의 기구학적 특성 중, 속도에 따른 회전 반경을 고
려하는 3-D (   )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주
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의 회전 반경을 고려한 경로 계획 알고
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방법은 무인선의 최대 회전 반
경과 해상 환경을 고려한 그래프를 생성하고, 속도에 따른 회전 
반경을 고려한 비용함수를 설계하여 무인선의 기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경로를 생성한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
고, 결과를 논할 것이다.

2. 경로 계획 알고리즘
2.1 High-dimensional state A*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의 자율 운항에 맞는 High-dimensional 
state A*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A*는 그리드 맵 기반의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으로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노드에 대해 그 노드를 통과하는 최상의 경로를 추정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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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the 3-D (   ) graph
위 값인 휴리스틱 추정 값 과 출발 노드로부터 현재 탐색
중인 노드 까지의 누적 경로 비용의 합을 이용한다. 따라서 A* 
알고리즘이 최적 경로 탐색을 위한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1)

무인선의 자율운항을 위해서는 3-D (   ) 그래프가 필요
하고, 좀 더 자세히는 일반적인 3-D (   ) A* 알고리즘의 
45단위의 그래프가 아닌 좀 더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은 구조의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와 는 그리드 맵에서의 좌표를 말하고 일반적인 그래프 구조와 
같이 2-D 평면을 이루고 있다. 와 의위치는 그리드 맵의 해
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ig. 1의 노드는 각각의 ( )노
드에 포함이 되며 각도 해상도에 따라 그림과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도 해상도를 5로 나누어 생성하였다. 
위와 같이 그래프를 구성하면 노드의 개수가 그리드 맵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므로 실제 그래프 구성 시, 그리드 맵에서 지형으로 
점유된 부분은 생성하지 않는다. 또한 무인선의 속도에 따른 최
대 회전 각도를 다음의 수식 (2)를 이용하여 Fig. 2처럼 최종 그
래프를 생성한다. 최종 생성된 그래프는 (   )의 좌표계를 
가진다.

  
 (2)

여기서, 은 무인선의 회전각, 는 무인선의 속도, 은 무인
선의 각속도를 의미한다. 비록 해상 환경의 역학 및 불안정한 특
성으로 인하여 수식 (2)를 이용하여 무인선의 회전 반경을 정확
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산하의 Maritime Security Committee는 
“Standards for Ship Maneuverability”라는 규칙 (MSC. 137(76))
을 제정하여 보편적으로 배 길이의 5배를 최소 회전 반경으로 정

Fig. 2 Generation of the final 3-D (   ) graph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무인선에 적용하여 경로를 생성할 것
이다(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1995).

2.2 무인선을 위한 비용함수 설계
무인선이 실제 추종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

인선의 기구학적인 특성 외에 지형, 부표, 항로 등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형, 부표, 항로 등을 반영한 비용 
맵을 생성하여 경로 계획 시, 비용함수에 반영하였다. 아래의 
Fig. 3은 부산항 지역의 그리드 맵과 맵을 이용하여 생성한 비용 
맵의 예시 이다.

(a)

(b)
Fig. 3 The grid map of Busan port(a) and the Cost map(b)



Fig. 3의 비용 맵에서 밝기가 밝을수록 무인선이 항해하기 쉬
운 지역이다. 예시에서는 지형만을 반영하였다. 부표와 항로는 
지역 항구별 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비용 맵의 비용과 무인선의 속도에 따른 최대 회전각 수식 (2)
를 이용하여 High-dimensional state A*의 비용 함수를 설계하
였다. 함수는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는 각각 비용 맵, 회전 반경, 휴리스틱 값의 
가중치 값이고, 은 비용 맵의 값, 는 무인선 속도에 따른 
현재 회전 반경, 는 현재 노드와 도착점까지의 유클리디언 거
리 값이다. 결론적으로, 설계한 비용 함수는 가용하며 가중치를 
조절하여 세부적으로 경로를 조절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그리드 맵을 바탕으로 Table. 1의 무

인선 사양과 그리드 맵의 해상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Parameters (Unit) Value

Max Yaw rate  8
Max Ship Speed  40

Ship Beam  4
Ship Length  12

Grid map Resolution pixel 200

그리드 맵의 각도 해상도는 5이고, 계산된 최대 회전 반경
은 5이다. 사용한 그리드 맵의 크기는 가로 209픽셀, 세로 
115픽셀 이다. 무인선의 사양은 임의로 가정하여 경로 계획을 하
였다. 경로 생성 결과는 다음의 Fig. 4와 같다. 부산항 지역에 대
해서 항내에서 출발하여 각각 임의의 위치를 도착점으로 하여 경
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경로의 경유 점은 위치와 무인선의 선
수 각이 출력되었으며, 모든 경로 계획 시, 각도 기준은 자북을 0
도 기준으로 하였다. 연산된 PC의 성능은 Intel Core i5, 4GB
이고, 평균 경로 생성시간은 약 4초 정소 소요 되었다. 결과적으
로 비용 맵과 무인선의 기구학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실제 무인선
이 운용 가능한 경로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제 무인선의 최대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 경로 계획 연산
시간은 1초 이내여야 하므로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필요하고, 부
표이외에 지역에 따른 항로 규칙을 반영 하는 경로 계획이 되어
야 할 것이다.

(a)

(b)

(c)

(d)
Fig. 4 Simulation results for various start(red dot) and 

end(blue cross) poin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의 자율 운항을 위한 경로 계획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실제 무인선의 기구학적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
해 High-dimensional state A*를 제안하였고, 무인선의 기구학
적 특성 외에 해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비용 맵을 생성하여 비
용함수에 적용하였다. 부산항 지역의 그리드 맵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용 맵과 무인선의 기구
학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실제 무인선이 운용 가능한 경로를 생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수행하고, 지역에 따른 항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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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레이더 감시 체계 설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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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양감시/정찰 및 해양조사를 위해 개발되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에 장착되는 레이더 감시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인선은 자율을 기반으로 계획된 경로를 각 종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감시 시스템이 사용된다. 그 중 항해레이더를 이용한 감시체계 설계를 통해 항해 중 경로상에 있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여 장애물 회피를 통한 기동을 하게 된다. 레이더 시스템은 상용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자동표적추적 기능과 전시 기능을 보유하며, 이를 모선의 콘솔 또는 운용자화면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를 위해
무인선의 레이더에 연결된 레이더 연동장치를 통해 모선에서 레이더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전송하고, 모선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다. 
 
Keywords: 무인선, 항해레이더, 레이더감시체계, 경로계획, 장애물 회피 
 

1. 서 론 
 
최근 무인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다양한 

무인플랫폼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무인체계는 지상, 해상, 공중의 전방위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무인선(Unmanned Surface 
Vehicle:USV)은 군사용으로 오랜기간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전에 배치 운용되고 있다(Chiemela and Glen, 2010, 
Justin E. Menley, 2008). 무인선의 운용에 있어서 선체의 
개발과 더불어 장애물 및 적 탐지를 위한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무인선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다(Carlos 
et al., 2009, Chiemela and Glen, 2010, Elena et al., 2010). 
무인선에서 장애물 탐지와 회피는 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 항해레이더와 더불어 다양한 
센서들이 활용되고 있다. 무인선이 운용되는 해양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카메라로 전방의 장애물 및 표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더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장애물, 표적 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에 장착되는 레이더 감시체계 설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해외 선진국의 무인선 레이더 시스템 구성 
사례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현재 구성중인 무인선의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4장에서는 무인선의 
레이더 감시시스템의 운용자화면 구성안을 살펴보았다. 
5장은 결론으로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개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무인선 레이더 시스템 
 
미 해군은 2007년 USV Master Plan(U.S. Navy, 2007)을 

마련 무인선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양작전에서 인명피해 최소화, 비용 최소화 및 험지에서의 
작전 수행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무인선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군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임무를 갖는 무인선에 대한 연구, 개발을 
2020년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미 해군의 무인선은 주로 
대잠전, 대기뢰전, 수상작전, 전자전등의 임무를 갖도록 
개발 될 예정이다. 

이러한 무인선에는 항해레이더가 필수적으로 장착되며, 
장착된 항해레이더는 무인선의 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인선의 레이더는 소형 및 근접한 물체의 탐지 
역할을 담당하며, 항해레이더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무인선의 자율운항에 관련된 표적정보인 표적거리와 방위를 
제공하게 된다.  

레이더 감시체계는 다른 근거리 탐지센서와 연동하여 
무인선의 이동경로에 있는 장애물 또는 탐지대상물체에 
대한 정보를 무인선의 중앙통제시스템에 제공하여 임무수행 
및 경로추종에 사용되며, 무인선의 자율운항 시스템에 
장애물 회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의 Fig. 1은 미국의 Space and Naval Warfare System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Center에서 제작한 “SEEDOO Challenger 2000” 이며 
플랫폼에 상용 항해레이더를 장착하여 표적 탐지를 통한 
장애물회피에 이용하고 있다(Larson et al., 2006). 

 

 
Fig. 1 SSC Pacific USV “SEEDOO” 

 
Fig. 2의 포르투갈에서 개발한 ROAZ II 무인선은 

쌍동선구조로 두 개의 추진기를 가지고 있다. 해저 지형 
조사를 위한 단일빔 음향측심기와 측면주사소나, 
관성항법장치, GPS와 항해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Hugo et 
al., 2009).  

 

 
Fig. 2 USV “ROAZ II” 

 
 
위에서 설명한 두 무인선의 레이더시스템은 상용 

항해레이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해 중 장애물 탐지를 통해 
무인선의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Fig. 3 USV “ROAZ II” Radar System 

 
 
3.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레이더 감시 

시스템 구성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과제는 2011년부터 5년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레이더 감시시스템은 Fig. 4와 같이 전체 무인선 
시스템의 일부로 구성되며, 다른 감시시스템과 같이 항해 중 
장애물 및 표적을 탐지하여 무인선의 자율운항시스템에 
전달하게 된다. 

 

 
Fig. 4 무인선 시스템 구성 

 
무인선의 레이더 감시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 Fig. 5와 같다. 
무인선 레이더 감시시스템은 무인선에 레이더장치, 

레이더 연동장치로 구성되며, 모선에는 레이더관제장치가 
장착된다. 레이더 장치는 장애물 및 표적탐지를 위한 레이더 
안테나와 레이더 안테나의 구동을 제어하는 레이더 
제어기로 구성되며, 무인선의 자율운항시스템과 연동을 
하기위한 레이더 연동장치가 무인선에서 동작을 하게된다. 



레이더 연동장치에서 통신시스템을 통해 모선으로 
레이더에서 획득한 장애물 및 표적정보를 전송하며, 이 
데이터는 모선의 콘솔에서 레이더 관제장치를 통해 
관제시스템에 레이더 획득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Fig. 5 무인선 레이더 감시 시스템 구성도(안) 

 
 
4. 레이더 감시 시스템 화면구성 안 

 
무인선의 레이더로부터 획득한 표적 및 장애물 정보는 

상용레이더의 연동장치를 통해 Fig. 6과 같이 화면에 
전시되며, 전시된 화면으로부터 각 표적 및 장애물에 대한 
거리와 방위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이 화면은 무인선의 
통신시스템을 통해 모선의 레이더 관제장치에 전송되어 
항해 관제콘솔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육상의 운용자가 
화면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Fig. 6은 SEEDOO 
무인선의 관제콘솔에 전시되는 레이더관제 화면이다(Larson 
et al., 2006). 

 

 
Fig. 6 SEEDOO 무인선 레이더 감시 시스템 화면 

 
Fig. 7은 상용 레이더관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레이더관제시스템 화면이며, 항해레이더로부터 획득되는 
지형, 표적 및 장애물 정보를 표시하며, 자동추적 기능을 

제공한다. 
 

 
Fig. 7 레이더 감시 시스템 화면 예 

 
위 두 그림에서와 같이 무인선에 장착되는 레이더 

감시시스템은 무인선을 기준으로 탐지되는 표적 및 
장애물에 대한 정보와 자동추적정보를 레이더감시시스템의 
화면에 전시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4. 결 론 

 
무인선은 기존선박에 비해 소형이며, 레이더의 탑재 

높이와 운용환경이 레이더의 탐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또한, 표적 및 장애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의 제공은 무인선에서 중요한 이슈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인선의 자율운항을 위해 자율운항시스템에 
정확한 탐지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레이더 감시시스템을 
구성하여 표적 및 장애물에대한 거리와 방위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상용의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선에서 획득한 레이더 
정보를 자율운항시스템과 모선의 관제시스템에 전송하여 
무인선의 자율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표적추적기능을 구현하여 무인선의 자율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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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열화상카메라 감시 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배일용(도담시스템스), 권기현(도담시스템스), 이정우(도담시스템스), 오상우(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무인선에 장착되는 주야간 열화상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무인선의 전후방을 감시하여 원격지에서 무인선의 안전과 정확한 관제를
위해 사용되며, 탑재임무장비로서 위험지역조사, 환경조사, 현장상황 파악등의 목적으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탑재되는 해외 선진 장비들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무인선 열화상카메라 감시체계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성능 및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주요 구성품을
선정하고, 무인선과 모선내의 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무인선 탑재 카메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 안정화 기능 구현을 위해
각 해상상태에 따른 무인선의 외란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고, 각 축의 구동부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을 분석해 보고 구현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Keywords : 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광학 추적 장비), Thermal Imaging Camera(열화상카메라), Stabilization(자세안정화) 
 

1. 서 론 
 
최근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선박의 전후방 감시 및 

전방시야 확보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는 선박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선에 야간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은 필수 장착장비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구된 경로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각종 항법장치와 레이더 그리고 근거리 충돌방지센서들이 
이용되지만, 무인선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운행 또는 원격조종에 의해 운행되므로 
원격지에서 무인선의 안전과 원격관제를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탑재되는 해외 열화상카메라들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무인선 열화상카메라 감시체계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성능 및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주요 구성품을 선정하고, 무인선과 
모선내의 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무인선 탑재 
카메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 안정화 기능에 대해 요구되는 
성능을 분석해 보고 구현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벤치마킹의 대상장비로 FLIR사의 Seaflir 제품을 

선정하였고, 10km 이상의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주간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장착하고 있다. 주요한 기능으로 무인선내에 장착되는 
GPS/INS 항법장치의 정보와 레이저 거리측정기 정보를 
이용하여 지정된 목표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Lock-On하여 
추적하는 추적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의 움직임을 
보상하는 2축 자세안정화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Seaflir를 포함한 선박용 열화상카메라의 예를 
보여준다. 

 

    
Fig. 1 광학 추적 장비의 예 

 
선박에서의 탑재위치는 가장 멀리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무인선이 파도에 흔들리는 
것을 보상하는 안정화 성능을 함께 고려하여 장착위치를 
정해야 하겠다.  

 

   
Fig. 2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열화상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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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서의 구성 
 
무인선 열화상 감시카메라의 센서 구성은 목적과 

요구성능 그리고 선진장비 사례를 고려하여 
주간줌칼라카메라, 야간 열화상카메라, 레이저거리측정기, 
레이저포인터로  구성하였다. 

 

 
 

Fig. 3 열화상카메라 센서의 구성 
 
열화상카메라는 최소 10km 거리에 있는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냉각방식의 열화상카메라를 
적용한다. 열화상카메라는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연속 광학줌을 보유하고 자동초점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다. 

주간카메라는 역시 1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성능으로 최소 37배 이상의 광학줌을 
보유한 카메라를 선정하였다.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인식된 
표적에 대한 거리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레이저를 발사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로 최대 20km 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장착하여 날씨가 안좋은 경우에도 10km 정도는 
안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레이저 포인터는 유사시에 인지된 목표물에 가시 
레이저를 조사하여 경고를 주거나, 모선에 위치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장착하였다. 이 포인터는 약 
2km 내외의 목표물까지 지시 가능한 용량을 적용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열화상카메라의 베이스부분에 자세계를 
장착하여 모터에서 오는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실시간 자세계정보와 모터 엔코더 정보를 분석하여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세서를 내장한다. 센서 헤드 부분에 앞서 
언듭된 센서들과 이들을 제어하는 센서제어보드를 내장하고 
바디 부분에 상하 좌우구동을 담당하는 구동장치부를 
위치시켰다. 영상신호에 대한 전원등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컨넥터로 구성하고 영상신호는 확장성과 
영상의 화질, 실시간성을 고려하여 아날로그영상이 그대로 
출력되도록 하였다. 

 
Fig. 4 열화상카메라 주장비의 구성 
 

3. 체계의 구성 
 
열화상카메라는 영상처리장치에서 처리되고 주통신장비를 

통해 모선에 장착된 원격제어장치와 무선으로 통신하도록 
하였다. 아날로그로 출력되는 영상신호는 영상처리장치에 
영상서버를 두어 디지털신호로 변경되어 H.264 방식으로 
압축되어 보내진다. 영상처리장치에 추적컴퓨터를 두어 
레이더, 항법장치 그리고 무인선에 탑재된 자세계 정보를 
이용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열화상카메라의 안정화 기능을 위해 자체 자세센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무인선에 탑재된 고성능 자세계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구현하고자 한다. 열화상카메라에서 출력된 
영상정보는 추적컴퓨터에도 입력되어 영상 자동추적 
알고리즘에 의해 목표 자동추적기능을 구현한다. 

 
Fig. 5 무인선 내 열화상카메라 체계의 구성 

 

 
Fig. 6 체계의 연동 



4. 자세 안정화 
무인선과 같은 소형 선박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영상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 자세 안정화 
기능이다. 무인선이 운행될 수 있어야 하는 불안정한 
해상상태에서 무인선의 흔들림에도 정확한 목표지향과 
영상획득을 위해 자세계를 이용한 자세 안정화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선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될 무인선과 유사한 소형 선박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고, 
차기년도에 개발예정인 자세안정화 기능이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해 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상환경을 표현하는 해상상태(Sea State)는 아래와 같다.  
Tab. 1 해상상태의 구분 
해상 상태 설명 유의파고 10% 최대파고 
레벨 1 1~3노트의 바람, 평균파고 0~0.3m  최대 0.5m 최대 0.9m 
레벨 2 4~6노트의 바람, 평균파고 0.3~0.6m  최대 1m 최대 1.6m 
레벨 3 7~10노트의 바람, 평균파고 0.6~1.2m  최대 2m 최대 3.2m 
레벨 4 11~27노트의 바람 평균파고 1.2~2.4m 최대 2.5m 최대 3.6m 

평균파고 = 유의파고 x 0.8,  10% 최대파고 = 유의파고 x 1.81 
 

해상환경에서의 외란요소들로는 파형기울기, 위상속도, 
최대롤링 각속도가 있으며 아래 그림에서 마루의 최소 
내각이 120°, 파고가 1/7 파장을 넘으면 해파는 부서지게 
되어있다. 무인선에 작용하는 외란 요소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롤링각속도를 분석해 보면 파도의 마루와 골 
중간위치에서 다음 반파장 사이에 최대롤링이 발생한다. 

파고파장물의깊이위상속도 :,:,:,:),2tanh(
2

HdCdgC l
l
p

p
l

=  
여기서 파장보다 물의 깊이가 충분히 큰 심해의 경우, 

l25.1=C 로 근사할 수 있고, 이 때 반파장을 통과하는 시간 
t와 최대 롤링각속도 w는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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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으로 간략화하여 보면 파장이 선폭의 2배가 될 때 

최대 롤링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폭을 3m라고 가정하여 
파장이 6m이므로, 최대 롤링각속도를 구해 보면, 해상상태 
1에서는 34°/sec, 2에서는 57°/sec, 3에서는 95°/sec, 
4에서는 약 102°/sec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선박의 
관성모멘트등으로 인해 이보다는 작은 롤링각속도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개략 분석에 따라 자세센서와 구동장치의 
요구성능은 이를 충족하는 140°/sec 로 구성하였다. 

 
Fig. 7 안정화 기능 구현을 위한 좌표계 

무인선의 3축 회전운동을 열화상카메라 선회/고저 
구동부의 2축으로 보상하기 위해 위 그림과 아래의 
오일러변환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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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제어기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사용자에 의해 

안정화기능이 시작되고 그 때의 목표물에 대한 전역좌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후 외란에 의한 자세센서의 값이 제어기로 
유입되어 팬틸트모터 구동으로 보상하게 된다. 

  

 
Fig. 8 안정화 제어기의 흐름도 

 
5. 결 론 

지능형 무인선에 탑재되는 열화상카메라는 자체 보유한 
센서의 요구성능외에 레이더, GPS/INS항법장치 그리고 
선박의 자세센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물 자동지향 그리고 영상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자동추적기능을 내장하여야 
하겠다. 또한 선박의 외란에 대한 자세안정화 기능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 향후 추진업무로 무인선이 갖는 실제 
외란정보 데이터를 획득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터와 
자세센서의 요구사양을 선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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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근(기가알에프 주식회사), 윤근항(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해양환경에서 멀티패스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채널 영상을 송신할 수 있고, 양방향 Ethernet 데이터 라인을 이용하여 무인선
이 자율 운항중 주변 환경을 영상을 통해 무인선의 목적인 해양감시가 가능하고 또한 무인선에서 획득한 해양조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이다. 영상전송은 현존하는 방식 중에서 압축률과 화질 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H.264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무선전송 방식은 보호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수신이 유리한 cOFDM 방식을 사용하였다.

Keywords : Data Link System, cOFDM, DVB-T

1. 서 론
유인선박을 이용하여 수행해 오던 해양조사 및 감시 등의 활

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능형 무인선에서 영상, 
센서데이터 및 위치정보를 모선에 송신하여 무인선의 자율 항해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면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
체에서 장거리 RF 링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안테나의 종류, RF 
변조방식, 점유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 멀티패스 영향을 많이 받
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대역
폭을 최소화하고 수신 성능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 
설계를 하였다. 송신측에서는 영상과 데이터를 작은 대역폭에 많
은 데이터를 변조하여 송신할 수 있는 cOFDM변조 방식을 사용
한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영상 압축시간과 영상 압
축손실을 최소화하여 전송할 수 있는 H.264 (MPEG4 PART10) 
엔코더를 사용하였다. 모선에서 무인선으로 송신하는 제어 데이
터를 수신하기위해 수신감도 향상을 위해서 2개의 안테나를 이
용하여 공간 다이버시티방식을 적용하였다. 해외에서 개발되어 
상용화된 몇 가지 유사 사례를 비교하여 개발된 무인선 무선 통
신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지능형 무인선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 무인선 송신시스템
무인선 송신시스템으로 무인선에서는 아날로그 영상, 이더넷 

송신시스템의 구성도는 Fig.1 과 같다. 

Fig. 1 Block Diagram of USSV Transmitter
데이터, 이더넷 데이터 그리고 음성 1채널을 전송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으며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RF 변조 방식을 운용자
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거리 RF 링크 조건을 만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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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보다 적은 데이터를 전송하
여 RF 수신감도 조건을 향상하는 방법 또한 고려한 방법이다.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H.264 인코더는 매우 
높은 데이터 압축률을 가지는 디지털 비디오 코덱 표준이다. 
MPEG-4 파트 10 또는 AVC(Advanced Video Coing)이라 부르기도 
하며, H.264/AVC는 기존의 MPEG-2, H.263, MPEG-4 Part 2와 비
교했을 때 절반 이하의 비트레이트에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구현시 설계상의 유연성도 고려해
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코덱으로 다른 
코덱보다 적은 용량으로도 좋은 화질을 감상할 수 있지만 높은 데이
터 압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과 편집을 위해서는 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IPTV, 디지털 케이블 TV, 
위성방송 영상이나 UCC 동영상, 지상파, 위성 DMB 등 네트워크용
부터 방송, HD 캠코더, 그리고 아이팟, PSP의 동영상 재생까지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점유율을 Ethernet 데이터와 별도로 동작하기 
위해 Interface Converter를 사용하여 Ethernet Packet를 Transport 
Stream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영상지연 
딜레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인코더와 Interface Converter 간에
는 RTP(Real Time Protocol) 를 사용한다. H.264 인코더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모드에서는 이더넷 
데이터를 최대로 전송할 수 있으며, 영상을 사용할 때는 영상 데이
터와 이더넷 데이터의 비율을 7:3으로 정하여 수집 및 제어 데이터
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UDIO IP CODEC은 모선과 무인선에서 음성을 송 ·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선에서 무인선 운항중 경고방송이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단한 제어 데이터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SERIAL 
라인을 이용하여 수백 kbps 데이터는 이 라인을 통해 송신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였다. 

멀티패스 환경에 유리하고, 고속 운항 중 무선링크 환경을 구축하
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RF 변조방식은 DVB-T(국내 
DMB사용) 방식을 사용하며 cOFDM 방식의 블록도는 Fig. 2와 같다.

Fig. 2 Diagram of Modulator’s Digital part
변조기 디지털부는 Randomizer, Outer coder, Outer Interleaver, 

Inner Coder, Inner Interleaver, Mapper, Pilot Insertion, IFFT, 
Guard Interval Insertion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IFFT는 고속의 
FFT DSP chip을 사용하여 구현되며 나머지 블록은 FPGA 로 구
성되어 있다. Guard Interval이 부가된 최종 디지털 변조된 I/Q 
신호는 interpolation filter에서 sampling frequency가 160MHz 

정도로 높아지고 디지털 중간주파수와 같이 quadrature 
modulation되어 DAC를 통하여 아날로그형태로 출력된다. 
36MHz의 IF 신호는 Upconverter에서 S-Band로 주파수 변환된다.

cOFDM은 다수의 반송파에 고속의 전송 데이터를 병렬로 전
송하는 다중반송파 전송기법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긴 심벌길이, 
보호구간의 삽입 등으로 인해 다중 경로 페이딩 현상에 매우 강
건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Digital Video Broadcasting Terrestrial 
(DVB-T) 등 차세대 디지털 방송과 5GHz대역의 무선 LAN 등의 
전송기법으로 채택되어 이미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통신기법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통신기법에 비하여 적은 전력으로 우수한 
통신품질을 보장한다. 이로 인해 휴대 전지의 소모량을 줄여 전
체 시스템의 경량화를 유도하였다.

기준 clock을 64/7, 10, 10.24MHz 등 전송 용량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반송파 개수는 1705개. IFFT는 2048개, 
보호구간의 길이는 1/16 또는 1/32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여러 가지 동작모드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부반송파별 변조  
방식은 QPSK, 16-QAM 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convolutional 
encoder의 rate도 1/2, 2/3, 3/4, 5/6, 7/8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여 동작모드에 따라서 전송용량은 4Mbps에서 최대 
20Mbps까지 가능하다. Table. 1은 8MHz 대역폭을 사용하는 조
건에서 송신장치에서 설정하는 항목별로 전송 가능한 속도에 대
해서 정리하였다.

Table 1. Bitrate of depend on config
방
식 FEC

Bandwidth 8MHz 
Guard Interval

1/4 1/8 1/16 1/32
Q
P
S
K

1/2 4,98 5,53 5,85 6.03
2/3 6,64 7,37 7,81 8,04
3/4 7,46 8,29 8,78 9,05
5/6 8,29 9,22 9,76 10,05
7/8 8,71 9,68 10,25 10,56

16
Q
A
M

1/2 9,95 11,06 11,71 12.06
2/3 13,27 14,75 15,61 16,09
3/4 14,93 16,59 17,56 18,10
5/6 16,59 18,43 19,52 20,11
7/8 17,42 19,35 20,49 21,11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8MHz 대역폭을 사용한다고 할 
때, 4.98Mbps ∼ 최대 21Mbps 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무인선에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송 · 수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로 볼 때 해양에서 고정적으로 설
치되어 있는 P2P형 링크 시스템에서도 기후 및 간조 또는 만조
의 영향을 받아 수신감도가 20dB 이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와 같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환경과 안테나의 위치가 최
적의 상태가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숙제이다.



3. 무인선 수신시스템
무인선 수신시스템의 구성 또한 송신시스템과 비교하여 영상을 
디코딩하는 장치를 제외하고 모든 구성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
하다. 무인선 자율 운항중 모선에서 송신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수신하지 못하여 얘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될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복수의 안테나 입력으로 각각 cOFDM 복조 후에 이들 신호를 합
성하여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Antenna Diversity Receiver를 
이용한 Maximum Ratio Combining(MRC)에 중점을 두었다.

무인선 무선 통신시스템의 송수신 안테나는 이동을 하며, 해
수면에서 1.5~2.0 미터의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송수신 안테나가 line-of-sight가 형성되지 않으며 수신 
안테나에 직접파보다는 반사파로만 수신되어 시간에 따라 공간
과 주파수가 심하게 변하는 다중경로 채널(Rayleigh)환경이 된다.

또한 이동속도에 따른doppler shift가 발생하여 이런 doppler 
spread에 의해 ISI(Inter-Symbol Interference)가 발생하며, 이것
은 COFDM신호의 직교성을 깨지게 한다. 안테나 다이버시티 수
신기는 장소, 수신특성, 편파 등이 다른 여러 개의 안테나를 통
하여 수신하는 것으로 한 안테나로 수신이 잘 안될 때 다른 안테
나는 수신이 잘 되면 수신기는 수신이 잘된 데이터와 안 된 데이
터를 합성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할 때 보다 
나은 시스템이 된다.

안테나 다이버시티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과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한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Antenna1 Antenna2 MRC
Fig. 3 Antenna Diversity Reception spectrums

Fig. 3은 French Telecom에서 UHF Band V에서 안테나 다이
버시티 수신기에서 각 안테나의 신호와 MRC 알고리즘에 의해 
합성된 수신신호의 스펙트럼을 보여 준 것으로 각 안테나에 수신
된 신호는 많은 부분에 스펙트럼 널이 존재하여 수신이 안 될 것
으로 예상되나 MRC 알고리즘에 의하여 합성된 신호에서는 이런 
스펙트럼 널이 상당히 개선됨을 볼 수 있다. 

이 합성된 신호는 Fig. 4 와 같은 구조의 수신기에서 상당한 
수신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4 Block Diagram of MRC Algorithm

MRC 방식은 cOFDM 전송 시스템에서 단순히 안테나를 선택
하여 switching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나 COFDM 
symbol은 보호구간 (Guard Interval)에 의하여 연속되는 각각의 
COFDM 심볼이 시간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COFDM 심볼은 
직 교성을 가진 부반송파로 구성되어 있어 주파수 도메인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cOFDM 수신기에서는 coherent demodulation
과 channel estimation을 하므로 각 cOFDM 심볼에서 부반송파
의 충실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안테나 다이버시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Fig. 5 Gain of diversity using Urban Profile

Fig. 5는 C/Nmin 이득이 6dB 증가하고, 최대 Doppler 주파수
(fd.max)가 2배 이상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cOFDM- 무
인선 전송 시스템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 수신기를 사용하므로
서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 C/N required by Modulation

Fig.6 은 부반송파의 변조방식과 전송속도 및 요구 C/N비



(C/Nmin)를 도식화한 것으로 단일 안테나와 2개의 안테나 다이버
시티 수신기의 요구 C/N비를 나타내었다. QPSK R=1/2일 때에 
요구 C/N비는 약 14dB 정도이고, 16QAM R=1/2일 때 요구 C/N
비가 약 14dB 정도 된다. 따라서 18Mbps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18dB의 C/N 비가 요구되고, 8Mbps 전송시 12dB 정도의 C/N비
가 요구된다.

4. 결 론
주파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 목적에 맞게 무인선을 운

용하기 위해 반드시 무선 통신시스템 성능이 뒷받침 되어야 한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험 자료 및 실제 해양 환경에서
의 데이터를 기준 삼아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
분 또한 시스템 개발의 일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는 언급되지 않은 외국의 USSV 개발 사례를 보면 무선 통신시스
템에 할당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Full Duplexer 방식으로 많은 
대역폭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주파수 자원을 Full Duplex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
수가 할당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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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관제 콘솔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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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unmanned ship control console design
Park, Chanmin(KCEI Co. Ltd.), Kim, Taehyun(KCEI Co. Ltd.), Park, Heeseung(KCEI Co. Ltd.),

Park, Sekil(KORDI)

요 약

무인선 관제 콘솔은 전자해도를 전시하도록 개발된 Sea & Navy를 이용하여 무인선, 모선, 타선의 정보를 전시하고, 
VegaPrime의 Marine 기능을 사용하여 유사한 해양 환경과 선박을 전시하여 무인선 관제를 위해 운용자가 무인선의 운항 정보를
획득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무인선 수동 운항 제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율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무인선 관제 시스템에
서 생성하여 무인선 및 자율 운항 시스템에 전달한다. 무인선 관제에 있어 운용자에게 쉽고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고 무인선 운항
에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며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Abstract
Unmanned ship control console shows information of unmanned ship, mother ship, and other ships using Sea & 

Navy which is developed to display electronic navigation chart. It also uses Marine which is one of the functions in 
VegaPrime to display marine environment and ships helping operators to get information of the unmanned ship 
navigation. Unmanned ship control console also creates information of the manual/automatic navigation at unmanned
ship control system, and it sends the information to unmanned ship and automatic navigation system. Operators can
get and create information of the unmanned ship navigation fast and easily using this console.
Keywords : Sea & Navy(전자해도 전시 소프트웨어), VegaPrime(3차원 영상 렌더링 프로그램)

1. 서 론
무인선 관제 콘솔의 목적은 무인선의 운항에 필요한 관제 기

술 및 해양 조사에 필요한 관제 기술에 대한 적합성, 무인선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전자해도 
및 3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전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
으로 무인선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선의 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타각, 방
향 등에 대한 정보는 운용자가 직접 생성하여 무인선에 전달 할 
수 있으며, 경로 자동 생성 및 경로 추종 제어에 필요한 주변 지

물, 타선, 해류  등에 대한 정보를 무인선 관제 콘솔의 전자해도
에서 추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3차원 시뮬
레이션 화면에는 모선과 무인선, 타선들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전
시하고 해양 감시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선박의 크기를 확인하여 
실 크기와 유사한 선박을 전시한다.

2. 무인선 관제를 위한 정보 전시
무인선 관제를 위한 정보를 전시하기 위해 전자해도를 전시하

기 위한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자해도 표시 시스
템은 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아이콘, 점, 선과 같은 정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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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과 함께 무인선 정
보를 전시할 수 있는 정보 전시 화면이 같이 작성 되어야 하며 
무인선 정보는 운용자가 손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수치 및 그래
프 등을 이용하여 전시한다. 

3차원 시뮬레이션 화면에서의 선박은 3차원 객체 모델링을 통
해 실제 선박의 크기와 같은 형태로 제작된 선박을 전시하며 운
용자가 무인선, 모선 및 타 선박의 위치 및 크기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View 제어가 가능하게 개발한다.

2.1 전자해도 전시를 위한 “Sea & Navy"
무인선이 항해하는 지역의 해안선, 등심선, 수심, 항로표지(등

대, 등부표), 위험물, 항로 등에 관련된 모든 해도 정보를 국제수
로기구(IHO) 표준 규격(S-57)에 맞게 제작된 디지털 해도를 국
제해사기구(IMO)와 IHO에 의해 정해준 표준 사양서(S-57)에 따
라 전자해도를 전시하도록 개발된 "Sea & Navy"를 활용하여 개
발 한다. 

Fig. 1 Sea & Navy Construct

Fig. 1 Sea & Navy Information Display
Sea & Navy는  GPS를 통해 수신 받은 모선, 무인선의 위치

를 아이콘을 이용하여 전시하고, 레이다를 통해 식별 된 타선의 
위치를 아이콘으로 전시한다. 또한 모선과 무인선의 항적을 전시
하여 운용자가 모선과 무인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해준다. 전자해도가 전시된 화면의 좌측 부분에는 무인선의 위
치, 자세, 방향, 속도, 타각 등의 정보를 수치로 전시하여 운용자
가 직관적으로 무인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쉽게 제
작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2 3차원 영상 “VegaPrime"
3차원 영상을 개발할 수 있는 VegaPrime은 3차원 화면 제작

에 필요한 API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OpenGL을 추가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추가적인 화면을 제작하기에 용이하다.

Fig. 1 VegaPrime Architecture
해양은 VegaPrime의 Marine 모듈을 사용하여 실제 바다의 모

습과 유사하게 파도, 파고 등을 3차원으로 생성하여 전시 할 수 
있다.

Fig. 2 VegaPrime Wave Generator
선박의 크기는 실제 크기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전시한다. 이

는 운용자가 원하는 위치의 선박의 이동 및 크기 등과 같은 해상 
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Fig. 2 VegaPrime Display

3. 무인선 운항을 위한 정보 생성
무인선은 크게 두가지 종류의 운항 형태를 가지게 된다. 무인

선은 운용자가 직접 제어하는 수동 운항과 경로점을 생성하면 경
로점 사이의 항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운항하는 자율 운항 형태
를 가지고 있다. 무인선 관제 콘솔에서는 수동 운항에 필요한 제
어 정보와 자율 운항 시 장애물 인식 및 무인선의 항로를 추종하
기 위해 필요한 해상의 기본 정보를 전자해도에서 추출하여 자율 
운항 알고리즘에 전달하여야 한다. 

3.1 무인선 수동 운항을 위한 정보 생성
수동 운항 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인선 관제 콘솔 시스템에

서 생성 되어야 한다. 수동운항에 필요한 정보로는 Rudder Com, 
RPM Com, Rpm 등이 존재하며 운용자가 수동운항 모드 설정 시 
무인선으로 수동운항 제어 정보가 전달 되어야 한다.   

Fig. 2 User Control Input
수동 운항 시 사용자가 입력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하는 

사용자 경로점 정보를 Sea & Navy에서 생성하여 경로 생성 알고
리즘에 전달 한다. 사용자 경로점은  Latitude, Longitude, 
Heading, Speed 정보를 가지고 있다.

Fig. 2 Way Point Control

3.2 무인선 자율 운항을 위한 정보 생성
자율 운항의 기본 조건인 경로점을 Sea & Navy에서 생성하여 

자율 운항 알고리즘에 전달한다. 경로점은 Latitude, Longitude, 
Heading, Speed 정보를 가지고 있다. 경로점 생성은 수동 운항
의 경로점 생성과 동일하다. 경로점 사이의 항로를 자동으로 생
성해주는 경로 자동 생성 알고리즘에서 필요로하는 정보는 전자
해도에서 추출하여 전달한다. 전자해도에서 추출하는 정보는 
Shoreline, Fairway, Buoy 정보이다.  정보 추출 영역은 무인선 
운항 전 운항 구역을 설정하고 운항 구역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
을 추출 영역으로 설정한다. 

Table 1 Category of shoreline construction(IHO. S-57)
ID Shoreline Construction
1 breakwater
2 groyne(groin)
3 mole
4 pier(jetty)
5 promenade pier
6 wharf(quay)
7 training wall
8 rip rap
9 revetment
10 sea wall
11 landing steps
12 ramp
13 slipway
14 fender
15 solid face wharf
16 open face wharf
17 log ramp

Table 2 Buoy shape(IHO. S-57)



ID Buoy shape
1 conical (nun, ogival)
2 can (cylindrical)
3 spherical
4 pillar
5 spar (spindle)
6 barrel (tun)
7 super-buoy
8 ice buoy

4. 결 론
무인선 관제에 있어 운용자에게 쉽고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고 

무인선 운항에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며 편리하게 생성하
기 위해 전자해도를 전시하도록 개발된 Sea & Navy를 이용하고, 
3차원 시뮬레이션 화면 전시를 위해 VegaPrime의 Marine 기능을 
사용하여 유사한 해양 환경과 실제 크기와 같은 선박을 전시하여 
운용자가 무인선의 운항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
로 개발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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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한 남극 아문젠해 해빙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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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full-scale ice trials of the first Korean icebreaker 'Araon' were conducted at the Antarctic Ocean in 
February-March 2012. In this research, the ice thickness characteristics at the polygons were determined from results
of drilling and electromagnetic induction instrument, EM31-MK2. The results of sea ice thickness derived with the 
EM31-MK2 were compared to measured results and then, we suggest the new empirical formula and experimental 
methods for estimation of sea ice thickness during the summer season of Antarctic Ocean though the analysis of 
apparent conductivity data.

Keywords : Ice thickness, Electromagnetic induction instrument, EM31-MK2(전자기 유도 장비), Apparent conductivity(겉보기 전도도),
            Antarctic, 

1. 서 론
최근 극지해역의 해빙의 분포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북극 항로에 대한 빙해선박의 운항 가능성 및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문젠 해는 남극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해빙뿐만 아니라 해·조류 
및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전 세계적으로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빙해선박의 
극지운항조건 중 해빙의 두께는 선박의 쇄빙성능 및 설계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은 쇄빙선을 이용한 실해역 실선계측이나 최근에는 위
성SAR를 이용한 계측, 전자기 유도장비를 이용한 계측, 헬기를 
이용하거나 배 위에서 계측하는 방법 등 편리함과 자동화를 추구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국내 최초의 
쇄빙 연구선 ‘아라온’ 호가 2009년에 건조됨으로서 이미 2차례의 
북극해 빙상환경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마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극해의 빙상환경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쇄빙연구선 ‘아
라온’ 호를 이용하여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남극 아문젠해 실
선 시험을 통하여 해빙의 두께 계측 및 쇄빙성능을 시험·관찰하
였다. 우선 시험빙판을 선정하고 시추장비(Ice Auger)를 이용하
여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였고 전자기 유도장비(EM31-MK2)를 
이용하여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를 측정한 후 해빙두께 추정식을 

산출하였다. 또한 시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 유도장비를 
썰매와 skidoo를 이용하여 계측을 시도하였고 그리고 선체에 부
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2. 2012년 남극해 빙상환경
이번 남극해 빙 두께 계측시험에서는 여름철 남극의 아문젠해 

부근을 운항하면서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1차 시험은 
73°28'33.43"S, 110°11'14.59"W 부근에서 수행이 되었으며, 2
차 시험은 73°30'58.87"S, 108°59'29.84"W 부근에서 수행되었
고 3차 시험은 72°13'33.32"S, 117°47'49.49"W 부근에서 수행
되었다. Fig. 1은 남극해 빙 두께 계측 시험이 수행된 위치를 보
여주고 있다.

Fig. 1 Ice field test location in Ant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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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이 수행된 2월 20일의 경우, 해빙의 크기는 10km 이
상이었으며, 빙상환경은 빙 두께 2.15m~3.8m, 눈 두께 
4.0m~1.2m로 매우 두꺼웠다. 특히 이번 빙판의 경우 3차례의 
쇄빙 시도에도 불구하고 쇄빙에 실패하여 아라온 호의 쇄빙 능력
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2). 2차 시험이 수행된 2월 
22일, 해빙의 크기는 길이 900m, 폭 600m, 빙 두께는 
0.74m~1.97m이나 대부분 1m 안팎, 눈 두께 0.12m~0.3m로 작
업 환경 뿐만 아니라 쇄빙 시험에도 매우 적합한 빙상환경을 갖
추고 있었다(Fig. 3). 3차 시험이 수행된 3월 4일, 해빙의 크기는 
길이 600m, 폭 400m, 최소 빙 두께 1.12m, ridge가 250m 부근
에 폭 방향으로 형성되어 이 부분의 빙 두께는 5m 안팎, 눈 두께 
0.3m~1m로 쇄빙 시험에 적당한 길이일 뿐 아니라 ridge가 포함
된 지점을 쇄빙선이 지날 때 쇄빙현상도 관찰 할 수 있는 빙판이
었다.(Fig. 4). 남극의 경우 북극에 비해 유빙(pack ice), 얼음 조
각(rubble ice), 그리고 빙구(Hummock)의 분포가 적은 깨끗한 
큰 얼음판(sea ice)으로 구성되어 쇄빙 시험에 보다 적합하였다.

Fig. 2 Configuration of sea ice No.1 with ice thickness 
measurement line. (20 Feb, 2012)

Fig. 3 Configuration of sea ice No.2 with ice thickness 
measurement line. (22 Feb, 2012)

1차 시험이 실행된 1차 시험빙판은 두께가 두껍고 다중층
(multi-layer)을 이루고 있으며 빙 하단부가 거칠어 다년생 빙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시추작업 과정에서 해빙의 상부층과 
하부층이 분리되거나 두께측정용 줄자를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
할 때 해빙 층 사이에서 계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
측치에 오차가 발생 할 수 있고, 또한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
하여 빙 두께를 계측 할 때 역시 오차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시험이 실행된 2차 시험빙판은 주변 빙에 비해 두께가 비교
적 얇고 대부분 단층구조를 이루며 빙 하부 표면이 매끄러운 점
을 감안하면 1년생 빙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1차 시험빙
판의 다중층, 다년생 빙에 비해 실측치와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
용한 계측치의 오차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시험이 실행된 
3차 시험빙판은 크고 작은 3개의 Ridge를 가지고 있으며 ridge 
부분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층은 sluge 상태이고, 
가운데층과 하부층은 매우 다른 빙 특성을 가지고 있어 old ice
로 판단된다.

Fig. 4 Configuration of sea ice No.3 with ice thickness 
measurement line. (4 Mar, 2012)

3. 해빙의 두께 측정
빙의 기계적 성질은 온도, 밀도, brine 함유율(염도), 결정의 

크기, 변형 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게 변화한다. 
특히, 극지방의 빙상 정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해빙의 두께이다. 이는 해빙의 강도를 추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
나로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다년간의 경
험을 가진 빙 합법사(ice navigator)가 배 위에서 또는 직접 하선
하여 해빙의 빙질 상태와 발달정도, 물 웅덩이(puddle)의 융해정
도와 색상, 그리고 빙맥 또는 빙구의 유무 등을 통해 해빙의 대
략적인 두께를 파악하는 육안 관측(ice watch)이고, 두 번째는 
하선하여 augering과 coring을 통해 직접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미리 선정된 두께 계측 지점의 눈 두께
(snow depth)를 우선적으로 계측하고 시추 장비를 이용해 시추



작업을 수행한 후 두께 측정용 줄자(ice thickness gauge)를 이
용하여 해빙의 두께를 측정한다. 또한 눈 두께를 제외한 해빙의 
표면에서 해수면까지의 깊이(freeboard)도 함께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대략적인 해빙의 밀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
법들은 해빙의 크기가 큰 남극에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
므로 최근에는 전자기 유도 장비(Electromagnetic instrument)나 
인공위성(SAR)을 통해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한 계측 방법으로는 직접 해
빙 위에서 계측하는 방법과 배에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헬리콥
터에 달아서 계측하는 방법(HEM)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자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 남극 아문젠해 실선 시험에서는 직접적인 시추작업과 동
시에 전자기 유도 장비(EM31-MK2)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
빙 두께를 측정하였다(Fig. 5). 해빙의 두께 측정에 사용된 장비
인 EM31-MK2는 수신되는 전자기 파의 겉보기 전도도 차이를 
이용하여 해빙 두께를 측정한다. 여기서 EM31-MK2의 안테나로
부터 송신되는 전자기파의 편파 방향은 수직방향이다. 이는 쌍극
자 모드(dipole mode)가 해빙 표면과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비를 이용한 해빙의 두께 측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Calibration이 이루어 져야 한다. 1차 시험에서는 전자기 유도 장
비(EM31-MK2)를 눈에서의 높이 0m, 0.5m, 1m, 1.5m, 2m에서 
Calibration을 위한 계측이 수행되었고, 2차 시험에서는 보다 정
확한 Calibration을 하기 위해 눈에서의 높이 0m~2m까지 0.2m 
높이 간격으로 11번의 Calibration을 위한 계측이 수행되었다. 또
한 전자기 유도 장비(EM31-MK2)의 겉보기 전도도는 해빙의 두
께와 눈의 두께, 그리고 계측자의 높이가 포함되므로 계측자의 
높이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1차 시험에서는 전자기 유도 장
비를 눈 위에 놓고 해빙의 두께를 계측하였으며, 2차 시험에서는 
계측의 편리를 위해 썰매에 부착하여 해빙의 두께를 계측하였다
(Fig. 6). 마지막으로 3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의 경험을 바탕으
로 시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 유도 장비를 썰매에 부착
하는 동시에 skidoo을 이용하여 계측하였고 여기에서 전자기 유
도 장비와 GPS는 auto tracking 기능을 사용하였다(Fig. 7).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한 해빙의 두께 측정 시, 장비가 해빙
의 표면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해빙이 단일층(single-layer) 구조
일수록 보다 정확한 겉보기 전도도 값이 측정되며, 이중층
(double-layer) 또는 다중층(multi-layer) 구조일 경우 계측된 겉
보기 전도도 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한 해빙의 두께측정 보다는 전자기 유도장비로 계측한 지점
에 대해서 일정간격으로 시추장비를 통한 실측치를 계측하거나 
인공위성을 통한 계측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해빙두께 측정결과 분석
이번 남극 아문젠 해의 해빙 두께 계측은 총 3회에 걸쳐 수행

되었고, 하선하여 시추 장비를 이용해 직접 해빙의 두께를 측정
하는 방법과 동시에 시추에 의해 직접 해빙의 두께를 측정한 지

Fig. 5 Ice thickness measurement using an 
Electromagnetic induction sensor, EM31-MK2

Fig. 6 Ice thickness measurement using an 
Electromagnetic induction sensor, EM31-MK2 on the sled

Fig. 7 Ice thickness measurement using an 
Electromagnetic induction sensor, EM31-MK2 on the sled 

& skidoo at 3rd sea ice
점은 물론 쇄빙 시를 고려하여 선폭보다 넓은 범위까지 전자기 
유도 장비(EM31-MK2)를 이용하여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1



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3차 시험이 수행된 각 시험빙판에 
대한 계측 결과를 Table. 1에 보였다.

Table 1 Summay of measured results for three ice field 
tests

Sea Ice 1st 2nd 3rd

coordinates 73° S
110° W

73° S
108° W

72° S
117° W

distance(m) 300 L:900
B:600

L:600
B:400

measuring  
space (m) 20 25 25

ice     
thickness

(m)

2.15
to
3.8

0.74
to

1.97

1.06
to

5.03

freeboard
0.09
to

0.44

-0.02
to

0.18

-0.04
to

0.05
snow

depth(m)
0.4
to
1.2

0.12
to

0.31

0.29
to

1.07

4.1 1차 시험빙판
첫 번째 계측시험이 수행된 1차 시험빙판은 73°28'33.43"S, 

110°11'14.59"W 부근에 위치한 빙판으로 크기 10km 이상의 넓
은 빙판이었다. 이 빙판은 아라온 호의 3차례의 쇄빙 실패로 두
께와 강도가 강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었지만 남극의 빙상정보 계
측을 목표로 field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50m, 0m, 100m, 
200m, 300m의 총 5 지점에서 해빙 두께 측정과 압축강도, 염도, 
밀도 측정을 위한 augering 및 coring이 실시되었고, 이와 동시
에 시추 작업이 수행된 지점과 선폭 양 방향으로 15m지점에서 
전자기 유도 장비(EM31-MK2)를 이용한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
가 측정되었다. 시추작업에 의해 실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기 
유도 장비(EM31-MK2)에 의해 계측된 해빙의 두께를 Fig. 8에 
함께 도시하였고,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두께(해빙과 
눈의 두께)를 3차원으로 Fig. 9에 도시하였다.

우선, 1차 시험빙판의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한 빙 두께 계측 
과정에서 calibration에 의한 추정식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 이
유는 눈 위 0m, 0.5m, 1m, 1.5m, 2m의 5지점에서 calibration을 
위한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를 계측을 하였는데, 추정식을 만들기
에 다소 부족했고 어느 정도의 계측 오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
다. 그래서 2차 시험빙판의 추정식을 사용하였다.  

Fig. 8의 시추작업에 의해 실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기 유도 

장비(EM31-MK2)에 의해 계측된 해빙의 두께를 보면, 원래의 
calibration에 의해 추정된 식에 의한 추정값이 전체적으로 실측
에 의한 값보다 작게 추정되어(under estimated) 추정식을 수정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200m지점과 300m지점에서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auger나 core의 결과가 없어 확실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빙의 두께방향으로 불연속 부분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9의 폭 방향 15m 간격, 길이 방향 25m 간격으로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두께(해빙과 눈의 두께)를 3차원으로 
도시한 두께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빙 두께 2~3m의 분포를 보
이고 있으며 다중층 구조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에는 계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추정된 결과를 one to one curve와 함께 도시하였다. 이를 보면, 
실측값보다 추정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빙의 빙상 상
태가 단일층 구조가 아닌 다중층 구조의 old ice로서 실측값과 
추정값을 비교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자기 유도 
장비의 계측방법에 따른 오차로 겉보기 전도도 측정과정에서 해
빙 사이에 해수가 존재 할 경우 겉보기 전도도가 해수층 부근에
서 측정된 값이므로 자료 분석 시 오차가 포함 될 수 있음에 유
의해야 한다. 

Fig. 8 Sea ice thickness profiles of measured and 
estimated at 1st sea ice

Fig. 9 3-Dimension form of estimated sea ice thickness of 
1st sea ice



Fig. 10 Measured height vs. estimated height at 1st sea 
ice with one to one curve

4.2 2차 시험빙판

두 번째 계측시험이 수행된 2차 시험빙판은 73°30'58.87"S, 
108°59'29.84"W 부근에 위치한 빙판으로 크기는 길이 900m, 폭 
600m, 빙 두께 1m 안팎, 눈 두께 0.3m이하로 작업환경과 쇄빙 
시험에 적합한 빙판이었다. 우선 -50m~600m까지 50m간격으로 
시추 작업을 하였고 100m 부근에서는 해빙의 두께가 두꺼운 것
을 확인하여 25m 간격으로 추가적인 시추 작업을 수행하여 총 
16지점에서 해빙 두께 측정과 압축강도, 염도, 밀도 측정을 위한 
augering 및 coring이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추 작업이 수
행된 지점과 선폭 양 방향으로 15m지점에서 전자기 유도 장비
(EM31-MK2)를 이용한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시
추작업에 의해 실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기 유도 장비
(EM31-MK2)에 의해 추정된 해빙 및 눈의 두께를 Fig. 11에 함
께 도시하였고,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두께(해빙과 눈
의 두께)를 3차원으로 Fig. 12에 도시하였다.

Fig. 11의 시추작업에 의해 실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기 유
도 장비(EM31-MK2)에 의해 계측된 해빙의 두께를 보면, 원래의 
calibration에 의해 추정된 식에 의한 추정값이 전체적으로 실측
에 의한 값보다 작게 추정되었으나(under estimated) 추정식을 
수정하여 다음의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100m
지점과 400m지점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해빙의 두
께방향으로 불연속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3차례의 coring 
결과, 빙 두께 1.1m~1.5m 사이에 sludge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400m지점에서도 역시 3차례의 coring 결과, 빙 두께 
0.5m~0.6m 사이에서 불연속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의 폭 방향 15m 간격, 길이 방향 50m 간격으로 전자
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두께(해빙과 눈의 두께)를 3차원으
로 도시한 두께분포를 보면, 시작지점(0m)의 선폭방향 15m지점
과 길이방향 100m지점에서만이 두꺼운 빙 두께를 보였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1m 안팎의 비교적 고른 빙 두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른 일년생 빙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3에는 계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추정된 결과가 one to one curve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Fig. 13

Fig. 11 Sea ice thickness profiles of measured and 
estimated at 2nd sea ice

Fig. 12 3-Dimension form of estimated sea ice thickness 
of 2nd sea ice

Fig. 13 Measured height vs. estimated height at 2nd sea 
ice with one to one curve

- 2차 시험빙판의 해빙두께 추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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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의 실측값과 추정값이 one to one curve
를 따라 존재하므로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2차 
시험빙판의 빙상상태가 대체로 단일층의 일년생 빙으로 형성되
어 있어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값이 실측값과 거의 유
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일층 구조에서 



계측된 값을 바탕으로 추정식을 도출한 결과는 실측값과 거의 유
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
하여 추정식을 도출하고 해빙의 두께를 추정하는 방법은 모든 단
일층의 일년생 빙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3차 시험빙판
세 번째 계측시험이 수행된 3차 시험빙판은 72°13'33.32"S, 

117°47'49.49"W 부근에 위치한 빙판으로 크기는 길이 600m, 폭 
400m, 최소 빙 두께 1.12m, ridge가 250m 부근에 폭 방향으로 
형성되어 이 부분의 빙 두께는 5m 안팎, 눈 두께 0.3m~1m로 쇄
빙 시험에 적당한 길이일 뿐 아니라 ridge가 포함된 지점을 쇄빙
선이 지날 때 쇄빙현상도 관찰 할 수 있는 빙판이었다. 우선 
0m~500m까지 50m간격으로 시추 작업을 하였고 250m 부근에
서는 해빙의 두께가 두꺼운 ridge인 것을 확인하여 25m 간격으
로 추가적인 시추 작업을 수행하여 총 14지점에서 해빙 두께 측
정을 위한 augering이 실시 되었고, 압축강도, 염도, 밀도 측정을 
위한 coring이 100m간격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추 작
업이 수행된 지점과 선폭 양 방향으로 8m와 16m, 총 5지점에서 
전자기 유도 장비(EM31-MK2)를 이용한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
를 측정하였다.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한 해빙의 두께측정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2차 시험빙판 때를 보완하여 
skidoo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자기 유도 장비와 GPS를 2차 
시험빙판 때와 같이 썰매에 설치하고 skidoo에 연결하였으며 
EM31-MK2와 GPS의 auto tracking 기능을 사용하여 1초마다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가 측정되고 그 지점에서의 GPS정보가 저
장 되도록 하였다. 시추작업에 의해 실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
기 유도 장비(EM31-MK2)에 의해 계측된 해빙 및 눈의 두께를 
Fig. 14에 함께 도시하였고,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두
께(해빙과 눈의 두께)를 3차원으로 Fig. 15에 도시하였다.

Fig. 14의 시추작업에 의해 실측된 해빙의 두께와 전자기 유
도 장비(EM31-MK2)에 의해 계측된 해빙의 두께 역시 2차 시험
빙판 때와 같이 실측에 의한 값보다 작게 추정되었어(under 
estimated) 추정식을 수정하여 결과를 얻었다. 이를 보면, 50m, 
250m, 350m에 3개의 ridge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50m와 
250m의 ridge에서는 augering에 의해 이중층 구조 또는 다중층 
구조임을 확인하였고 이 때문에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해빙의 두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auto tracking 기능을 
사용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다. GPS에 저장된 위치 정보와 
실제 이동한 거리와의 오차인데 이것은 해빙이 계속 움직이고 있
기 때문으로 0m~500m까지의 거리를 GPS 정보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1초마다 저장되는 값이 실제 거리와 정확하게 맞
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오차는 전자기 유도 장비 활용 시, 각 line
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저장하고 각 point에서의 속도를 이용하
여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 15는 폭 방향 8m 간격으로 5지점에서 1회/1초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두께(해빙과 눈의 두께)를 3차원으로 
도시한 두께분포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line의 시작지점과 

Fig. 14 Sea ice thickness profiles of measured and 
estimated at 3rd sea ice

Fig. 15 3-Dimension form of estimated sea ice thickness 
of 3rd sea ice

끝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총 길이 500m보다 넓은 범위를 
도시하였다. Fig. 1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50m, 250m, 350m
에 3개의 ridge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폭 방향으로 놓여 있음
을 알 수 있다. ridge 부분을 보면 300m지점의 coring결과로 미
루어 볼 때, 모두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층은 적설층에 
해수가 침두해 얼은 아주 느슨한 결합의 얼음층(Tertiary Ice), 중
간층과 하층은 전혀 다른 특성의 얼음으로 구조적으로 잘 결속된 
1년생빙이 분포해 있다. ridge의 하부에는 새로 얼음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old ice로 볼 수 있다.

- 3차 시험빙판의 해빙두께 추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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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한 해빙의 두께 측정에 있어서 
시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선체에 부착하여 계측을 시
도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전자기 유도장비
의 계측 시, 선체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도
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측에서 4m거리에서 측정을 하였고(Fig. 
16), 두 번째는 선수각을 이용하기 위해 선수에서 아래로 늘어뜨
려 측정하였으며(Fig. 17), 세 번째는 선미부에서 같은 시도를 해 
보았다. 그러나 겉보기 전도도를 확인해 본 결과 선체의 영향으
로 보이는 signal이 주가 되어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이는 선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 하였
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추후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전자기 유도 
장비와 선박과의 가능 이격거리를 확인하고 시험을 하거나 새로
운 거리 확보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Fig. 16 Ice thickness measurement using an 
Electromagnetic induction sensor, EM31-MK2 at FP

Fig. 17 Ice thickness measurement using an 
Electromagnetic induction sensor, EM31-MK2 on the side 

of the ship

4. 결 론
본 연구는 201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쇄빙연구선 아

라온 호를 활용해 남극 아문젠해 실선 시험 계측기간 동안 총 3
회에 걸쳐 남극해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계측 과정에서 시
추장비를 이용한 계측과 함께 전자기 유도장비를 활용해 해빙의 
두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시험빙판의 경우, 해빙의 빙상상태는 10km 이상의 다년
생 빙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중층 구조의 형태로 해빙층 사이에 
해수가 존재할 경우 전자기 유도 장비에 의해 계측된 값을 통해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측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함
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시험빙판의 경우, 해빙의 빙상상태는 
1km가 넘는 큰 빙판으로 ridge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부층은 적

설층에 해수가 침투한 얼음층(Tertiary Ice)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얼음층이 존재하는 다중층 구조를 갖는다. 
이 경우 역시 1차 시험빙판과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장비를 이
용한 해빙의 두께 측정 시 오차를 발생 할 수 있다. 전자기 유도 
장비를 이용해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 값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빙
판의 상부층과 하부층 사이에 해수층이 존재할 경우 겉보기 전도
도 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빙의 구조적 형상에 따른 
해빙의 두께 측정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단일층 구조의 형태를 가지는 2차 시험빙판은 계측된 
결과와 전자기 유도장비에 의한 추정치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자기 유도 장비가 단일층의 1년생 빙에 매우 유
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극 해빙 두께에 대한 DB구축뿐만 아니라 해빙두께 계
측 방법에도 초점을 맞추었던 이번 시험항해 중, 썰매와 skidoo
를 이용한 계측에서는 실측값과 추정값(전자기 유도장비)의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지지만, 선체에 장착한 
방법들은 아직 가능성 시험의 단계에 그쳐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지속적인 남극해 해빙 두께 계
측 시험과 함께 빙해역 운항 시 전자기 유도장비의 선체 설치 및 
헬리콥터를 이용한 계측, 그리고 위성을 이용한 해빙 두께 계측 
방법이 확보된다면 남극해의 다양한 빙상환경에 대한 폭넓은 데
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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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해역 해빙의 크기에 따른 “Araon" 호의 쇄빙성능비교
최걸기(한국해양연구원),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이재만(한국해양연구원)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하정석(한국해양대학교)

요 약

국내 유일의 쇄빙선인 Araon은 남극에서 2회 북극에서 2회에 걸쳐 총 4회의 쇄빙 성능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각 쇄빙성능시
험은 각기 다른 크기, 두께, 강도 ,엔진출력에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성능시험에서 수행된 강도와 엔진출력은 
AARI팀에서 제안하는 경험식에 따라서 10MW의 출력에 630kPa로 보정하여 비교하였다. 

각 두께에 쇄빙속도를 비교한 결과 약 2.5km의 빙판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 2010년 성능시험에서는 1.02m에서 1.62knot의 
속도 내었고, 1km 내외의 빙판에서 수행한 2012년 성능시험에서는 1.2m에서 5.3knot의 속도를 내었으며, 200m 이내의 빙판에
서 수행한 2011년 성능시험에서는 1.1m에서 13.8knot의 속도를 내었다. 빙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쇄빙선속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예상된다. 하나는 빙판의 크기에 따른 다른 쇄빙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작은 빙판의 경
우에는 쇄빙 시 빙판이 갈라져 굽힘파괴에 의한 쇄빙저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빙판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질량에 의한
영향이다. 굽힘파괴에 의한 연속쇄빙이 일어나도 빙판의 크기 즉,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쇄빙 시 저항은 커지게 되고, 저항이 커
짐에 따라서 추정선속은 감소하는 경향을 띄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 Ice floe(해빙), Ice breaking performance test(쇄빙성능시험), small floe, big floe, vast floe

1. 서 론
국내 유일의 쇄빙선인 Araon은 2009년 남극해 처녀항해를 시

작으로 매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러시아의 AARI (Arctic and Antactic Research Institute) 
팀에 도움을 받아 수행된 첫 쇄빙성능시험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
았다. 이후에 한국해양연구원의 빙해수조를 필두로 하는 국내연
구진에의해 2010년 과 2011년 북극 척치해, 2012년 남극 아문
젠해에서 3번에 걸쳐 Araon의 쇄빙 성능을 수행한바 있다. 러시
아 쇄빙연구팀 1회와 국내연구진에 의한 3회의 빙판의 크기 빙
판의 두께 강도 등은 달랐으며, 이런 이유로 그 결과를 직접적으
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서로 다른 해빙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을 보정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승기 외(2010)
은 ITTC (Ice towing tank committee) 와 HSVA (Hamburgische 
Schiffbau - Versuchs Anstalt)에서 제안하는 경험식을 사용하여 
모형시험과 실선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AARI가 
사용하는 경험식을 사용하여 그 강도와 엔진출력을 같게 놓은 상
태에서 두께에 따른 선속을 시험빙판의 크기에 따라 비교함으로
서 쇄빙 시 선속의 감소추이를 확인 하였다. 

시험빙판 크기에 따른 구분과 명칭은 Table 1 와 같이 WMO
코드를 따랐다. 이 구분에 따르면 2010년 남극항해에서는 Vast 
floe, 2010과 2011년 북극항해에서는 small floe, 2012년 남극항
해에서는 big floe에서 그 시험이 수행 되었다고 구분이 가능하
다. 각 크기에 따른 쇄빙 시의 속도와 시험 빙판에 대한 특성은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Form of Ice Size of floes WMO code
Small ice cake

brash ice < 2m 1
Ice cake < 20m 2
small floe 20~100m 3

Medium floe 100~500m 4
big floe 500~2,000m 5
Vast floe 2~10 km 6
Giant floe > 10 km 7

Table 1 Classification of form of ice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실해역 실선 계측
Araon은 2009년 건조를 마친 후 2010년 1월 남극해를 시작

으로 매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극지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으로서 재원은 아래 Table 2와 같다.

Item Dimension
LOA 111m
LBP 95m

Breadth 19m
Depth 9.9m

Design Draft 6.8m
Light Ship Weight 6001.4ton

Displacement 7664ton
Gross Tonnage 7487ton
Design Speed 12knots
Cruising Range 20,000N.M
Complement Crew 25, Scientist 60

Design velocity
(  thickness = 1m

Flexural strength = 630kPa
Level Ice  ) 

3knot

Table 2 Principal Particulars of the Araon

2.1 2010년 1월 남극해 실해역 실선계측

Araon은 2010년 1월 남극해에서 러시아 쇄빙선연구팀의 도움
으로 첫 쇄빙성능시험을 수행 하였다. 러시아 쇄빙선연구팀은 쇄
빙시험을 수행하기 전 시험을 하기위해 선정된 얼음판에 내려 해
빙의 두께, 염도, 밀도와 같은 해빙의 물성치를 계측하였다. Fig 
2 는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할 빙판의 코어를 채취하
는 모습이다.

이 시험에서 수행된 빙판의 크기는 약 2.5km 내외되는 빙판으
로서 WMO 분류에 따르면 code6에 해당하는 vast floe 이다.

Fig 1 Ice temperature and the thickness measured

Fig 1과 같이 채취된 해빙을 눞혀 놓고 길이 방향별로 온도를 
계측하고, 온도를 계측한 지점을 중심으로 밀도와 염도를 계측한
다. 계측한 해빙의 물성치를 Timco(1994)가 제안하는 식(1)에 대
입하여 해빙의 굽힘강도를 추정한다. 시험해빙판에서 추정된 굽
힘강도의 평균을 쇄빙성능 해석에 사용하였다.

Fig 2 Sampling of Ice cores by a hand tubular drill

  ∙ 
                                  (1)

Where   - flexural ice strength, MPa
        - relative volume of the liquid phase 

calculated by mean of dependence
          
         = ice temperature, ‰
         = ice temperature, ℃
          = ice density, 
              

 


 ℃≥  ≥ ℃

Fig3은 Auger drill을 이용하여 실제 해빙의 두께를 측정한 
그림이다. 쇄빙이 진행될 방향 주변으로 두께를 계측하여 그 



평균값을 쇄빙성능시험에 사용하였다.
2010년 남극해 쇄빙성능시험은 총 2개의 얼음판에 대하여 수

행하였으며, 그 얼음판의 굽힘강도와 두께, 쇄빙시의 선속, 엔진
출력등은 모두 평균값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두 번의 쇄빙 성
능시험에 사용된 평균값들은 Table  3과 같다.

Fig 3 Ice Thickness measurement

Speed
(knot)

Propulsion 
Power (MW)

Ice Thickness
(m)

Snow Thickness
(m)

1.70 7.85 0.78 0.25
1.16 9.60 0.94 0.29

Table 3 Average value for Ice breaking performance test
(2010, Jan.) 

AARI에서는 눈의 밀도가 0.35보다 높으면 쇄빙성능해
석에 사용하는 두께에 실제 해빙두께에 눈두께를 포함하여 사용
한다. Araon의 쇄빙시 설계속도와의 비교를 위하여 두 번의 쇄빙
성능시험에서 계측된 값들을 10MW에 630kPa로 보정을 하여 설
계속도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두 번의 시험에서 각 각 
7.85MW와 9.6MW의 출력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식 2 를 이용하
여 10MW일 때의 속도로 보정하고 눈 두께를 보정하면 Table 4
와 같다.

    ×                (2)

where   = correction ship velocity
        = measured ship velocity
         = measured engine power

엔진출력과 눈두께 보정을 한 후 굽힘강도 보정을 한다. 엔진
출력은 식(2)와 같이 10MW엔질 출력 대비로 보정한다. 또한, 
Ionov(1988)은 같은 선속에서 굽힘강도 300kPa에서  630kPa로 
보정하여 해석 할 때에는 해빙의 두께를 17% 감소시키는 방법으
로 굽힘강도 보정을 한다.

Speed
(knot)

Propulsion 
Power (MW)

Equivalent 
ice thickness (m)

4.22 10 1.03
1.62 10 1.23

Table 4 Average value correction to engine power 
10MW (2010, Jan)

Araon은 Vast floe에서 1.02m 두께에 630kPa의 굽힘강도를 
가지는 해빙을 10MW의 출력을 사용하면 1.62 놋트의 속도로 쇄
빙을 할 수 있고, 0.86m 두께에 630kPa의 굽힘강도를 가지는 
해빙을 10MW의 출력을 사용하면 4.22 놋트의 속도로 쇄빙을 할 
수 있다. 이 값은 아라온의 공식성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식 성능에서의 값은 쇄빙선박의 흘수가 보정되어 있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흘수에 대한 보정은 제외되어 있다.

Speed
(knot)

Propulsion 
Power (MW)

Equivalent 
ice thickness (m)

4.22 10 0.86
1.62 10 1.02

Table 5 corrected experimental data for the flexural 
strength of 630kPa and 10MW engine power (2010, 
Jan.)

2.2 2011년 북극 척치해 실해역 실선계측
2011년 8월 북극 척치해로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쇄빙성능 

시험이 수행 되었다. 남극해와는 다르게 북극해의 해빙은 표면에 
Melting pond가 많이 있고 눈이 거의 쌓이지 않았다. Fig 4는 첫 
번째 쇄빙성능시험이 수행된 빙판으로서 그 크기는 약 200m 이
내로 WMO 분류에 따르면 정도로 code 3에 해당하는 small floe
이다.

2011년 실해역 실선성능시험 국내연구진은 쇄빙선의 쇄빙 진
행 방향을 따라서 해빙의 두께와 해빙의 물성치를 계측하고, 계
측된 값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Araon의 쇄빙성능을 평가하였
다. Fig 5 는 북극 척치해 부근 해빙의 물리적 특성을 계측을 위
한 해빙시추 작업이다. 쇄빙선의 진행방향을 미리 정하고 그 방
향 시추를 할 지점을 표시한 다음 그 지점에서 해빙을 시추한다.



Fig 4 The first sea trial test ice floe ( August of 2011) 

Fig 5  Ice coring by engine core
계측된 코어의 깊이방향별 온도, 밀도, 염도를 식(1)대입하여 

해빙의 굽힘강도를 추정하였다. 해빙의 두께 또한 Auger drill을 
이용하여 그 두께를 직접 계측하였다. 자세한 계측 방법은 Lee 
etc.(2010) 논문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측된 굽힘강도
와 두께는 아래 Table 6과 그 평균값을 사용하여 실선의 성능해
석에 사용한다.

Speed
(knot)

Propulsion Power 
(MW)

Ice Thickness
(m)

5.4 3 1.34
4.5 3.7 1.99

Table 6 Average value for Ice breaking performance test
(2011, August) 

이렇게 계측된 값들을 엔진출력 10MW에 굽힘강도 630kPa로 
두께와 선속을 보정하게 되면 Table 7과 같다. Araon은 small  
floe 중 1.02m 두께에 630kPa의 굽힘강도를 가지는 해빙을 
10MW의 엔진출력을 사용하면 1.62 놋트의 속도로 쇄빙을 할 수 
있고, 0.86m 두께에 630kPa의 굽힘강도를 가지는 해빙을 
10MW의 출력을 사용하면 4.22 놋트의 속도로 쇄빙을 할 수 있
다.
 

Speed
(knot)

Propulsion Power 
(MW)

Ice Thickness
(m)

13.8 10 1.11
12.06 10 1.65

Table 7 corrected experimental data for the flexural 
strength of 630kPa and 10MW engine power (2011, 
August) 

2.3 2012년 남극 아문젠해 실해역 실선계측

2012년 2월 남극 아문젠해에서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쇄빙성
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남극 아문젠해 해빙의 굽힘강도는 북극 
척치해의 굽힘강도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밀도 높은 눈이 높게 
쌓여 있어 눈두께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Fig 6을 2012년에 남
극 아문젠해에서 두 번째 수행된 빙판이다. 북극해의 얼음과 다
르게 표면에 Melting pond가 없고, 대체적으로 매끈한 표면을 가
지고 있다.

2012년 남극 항해에서는 두 개의 얼음판에서 쇄빙성능 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얼음판에서 엔진출력에 변화를 줘서 다
양한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해빙의 두께와 강도 
측정은 2011년 북극 척치해 실해역 성능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추정된 굽힘강도와 계측된 해빙의 두께, 선속, 엔진 
출력 등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해빙의 크기는 약 1km 이였으
며, WMO 분류에 따르면 code5에 해당하는 big floe 였다.

 

Fig 6 Second sea trial test ice floe (Feb of 2012)
아래 Table 8은 시험 해석에 사용된 평균값들이다. 평균 두께

는 해빙의 두께에 눈두께만을 보정한 값이며, 엔진출력은 변경 
구간별 평균값이다. 속도 또한 변경 구간별 평균을 사용하고 있
으며, 각 구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현수 외(2012)논문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다. 



Speed
(knot)

Propulsion Power 
(MW)

Equivalent 
ice thickness (m)

2.93 8.02 1.45
2.41  6.10  0.99
3.01  5.09  0.93
0.85  6.95  1.98
1.93  7.95  1.92

Table 8 Average value for Ice breaking performance test
(2012, Feb) 

2012년에 이뤄진 실해역 데이터들을 10MW의 엔진출력에 굽
힘강도 630kPa로 보정하게 되면 Table 9와 같다. 즉, Araon은 
big floe에 두께가 1.21이면 5.3놋트의 속도로 쇄빙을 할 수 있
다.

Speed
(knot)

Propulsion Power 
(MW)

Equivalent 
ice thickness (m)

5.3 10 1.21
7.09 10 0.82
8.9 10 0.77
4.5 10 1.64
4.4 10 1.6

Table 9 corrected experimental data for the flexural 
strength of 630kPa and 10MW engine power (2012, Feb) 

4. 결론
2010년, 2011년, 2012년 남북극해에서 같은 실험방법으로 

Araon에 대하여 쇄빙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7은 각기 다른 
빙판에서 수행된 실선 시험데이터를 엔진출력과 굽힘강도를 같
도록 보정하여 두께에 따른 선속을 비교한 그림이다. 비슷한 두
께의 빙판이라도 Ice floe의 크기가 작아지면 쇄빙 시 선속 또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정식을 이용한 비교이
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아니다. 그러나 쇄빙선이 쇄빙을 할 때 
빙판의 크기에 따른 선속의 변화 즉 저항의 증감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였다. 

쇄빙 시 시험을 수행 한 해빙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쇄
빙이 일어난다. Small floe의 경우에는 쇄빙시험이 진행되면, 선
수가 진입할 때에는 굽힘에 의한 쇄빙이 된다. 선수부가 일정 진
입하면 빙판에 쇄빙선 진행방향으로 빙판이 갈라지게 된다. 빙판
에 갈라짐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는 굽힘파괴에 의한 쇄빙저항
보다는 해빙에 의한 부력저항과 마찰저항이 선체에 미치는 대부
분의 저항이 되고, 이는 결국 쇄빙 시 빠른 추정선속값이 된다. 
Big floe 와 vast floe의 경우에는 굽힘파괴에 의한 연속쇄빙이 

일어났고, 이는 samll floe에 비하여 느린 추정선속값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big floe의 경우에는 빙판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 수행
된 빙판의 질량에 의한 영향으로 vast floe에 비하여 쇄빙 시 더 
빠른 추정선속을 가졌다.

향후 모형수조에서 Pack Ice 실험 시 모형빙 조각의 크기에 
따른 저항특성실험을 수행하여 비교하면, 빙판의 크기가 쇄빙저
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Comparative of ship speed to ice thickness and Ice 
floe size at 10MW engine and 630kPa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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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AMUNDSEN해에서의 해빙 재료특성 계측과 
쇄빙연구선 ARAON호의 쇄빙성능 시험

하정석,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최걸기, 이재만(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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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easurement study of sea ice properties was conducted during February and March of 2012 with the Korean
Icebreaking research vessel "ARAON" around Amundsen Sea. This paper describes a test procedure to obtain sea ice
data which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estimate ice loads and icebreaking performance of the ship. The data 
gathered from sea ice field trials during the Antarctic voyage of the ARAON includes ice temperature/salinity/density 
and the compressive/flexural strength of sea ice. 
Keywords : Icebreaking performance test (쇄빙성능 시험), Ice load (빙하중), Ice resistance (빙저항), Material properties of sea ice (해빙
의 재료특성), Antarctic voyage (남극 항해)

1. 서  론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

으로 인하여 극지역 해빙의 두께나 분포 등을 포함한 해

빙특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극지방에 대한 개발의 관

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쇄빙선박 및 구조물 설계에 대한 

기초 정보로서 해빙의 재료특성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ARAON호는 

2009년 건조된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극해의 해빙 재료특

성을 계측하는 실선시험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팀은 

2012년 1월 31일~3월 20일 사이 ARAON호의 Amundsen 

Sea 항행에 동승하여 남극해역에서의 실선실험을 통해 해

빙에 대한 재료특성을 조사하였다. 빙해역 실선시험은 빙

해수조에서 수행되는 모형빙과 쇄빙선박의 상호작용을 검

증하기 위해 실제 쇄빙선박을 이용하여 빙해역 현장에서 

수행하는 쇄빙시험이다. 빙해역 실선시험에서는 선체와 해

빙과의 충돌에 따른 빙하중 및 빙저항의 게측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해빙에 대한 재료강도특성 파악이 중

요하다. 아울러 실규모(full-scale) 쇄빙성능과 모형시험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빙하중 

및 빙저항 추정이 가능하므로 빙해역 실선시험은 필수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AON호를 이용해 최근 빙하의 유실이 

두드러져 지구온난화의 요인을 제공하고 남극 주변 해양

대순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Amundsen해를 다녀왔

으며 빙해역 실선시험을 통해 해빙의 깊이별 온도, 밀도, 

두께, 염도, 염수 체적비, 해빙의 결정구조 등과 함께 해

빙의 압축강도 및 굽힘강도를 계측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계측된 해빙의 재료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선시험

을 통해 빙하중과 빙저항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해빙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향후 빙해역을 운항하는 

쇄빙선박의 설계 시 필요한 자료를 독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빙해역 현장계측시험
2.1 현장계측시험 항목

빙해역 실선시험 과정에서 계측되는 해빙의 재료강도특

성에 관한 시험항목은 먼저 얼음의 두께와 두께 방향의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깊이별 온도와 염도 및 밀도, 그리고 얼음의 결정구조이

다. 그리고 얼음의 강도와 관련된 항목은 압축강도와 굽힘

강도이다. 본 계측시험에서는 해빙의 압축강도는 직접 계

측하였지만 굽힘강도는 직접 계측하지 않고 해빙의 온도

와 밀도 그리고 염도에 관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

로 추정하였다.

구조물의 설계 빙하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음의 압

축강도와 굽힘강도이다. 압축강도 시험은 운반가능한 1축

압축시험기를 이용하였는데 해빙에서 추출된 원통형의 시

편에 축방향 압축하중을 가해서 파괴되는 순간의 하중을 

계측하였다.

빙해역 현장에서 굽힘강도 계측법으로 외팔보 측정법이 

있지만 현장의 빙판 두께에 비례하여 대규모의 외팔보를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수직하중을 줄 수 있는 장치 마련

이 쉽지 않다. 대신 해빙의 온도와 염도 그리고 밀도에 기

초한 다음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Timco and O'Brien, 

1974).

 
  (1)

 : 해빙의 굽힘강도 (MPa)
 =  : 염수 체적비 (무차원)
 : 해빙의 밀도 ()
 : 해빙의 염도 (‰)
 = -4.732-22.45-0.6397-0.01074
(℃≥ ≥℃)

2.2 현장계측시험 장소
해빙의 재료강도특성 계측을 위한 시험은 세 차례 가졌

는데 첫 번째 빙판의 위치는 73°28'15"S, 110°09'58"W 

이고 길이와 폭이 1km 이상으로써 실측한 결과 눈 두께 

1m 이상, 얼음 두께도 3m 이상으로 ARAON호가 최고 출

력 8.5MW를 사용하여 쇄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빙판에서는 쇄빙시험을 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었기에 빙판의 두께 측정을 위주로 기본적인 항목

만 검사하였다. ARAON호 접안 위치로부터 수직하게 안쪽

으로 약 500m 정도 거리까지 빙판의 두께와 적설층 깊이

를 계측하였고 EM31에 의한 두께 조사도 병행하였다. 먼

저 주행거리 400m를 줄자로 재어서 50m 단위로 나눈 뒤 

각 지점에서 얼음의 두께(ice thickness)와 해수면의 깊이

(freeboard), 적설층의 두께(snow depth) 등을 계측하고, 

주행거리의 시작점에서 2개의 해빙 시추코어를 채취하였

다. 현장에서는 온도분포만 조사하고 5개의 해빙 시편은 

본선으로 가지고 가서 압축강도를 계측하였다.

Position -50m 0m 100m 200m 300m
Ice Thickness 

(cm) 239 240 215 273 380
Snow Depth 

(cm) 71 60 120 119 40

Table 1 Ice thickness and snow depth on the first sea 
ice floe

두 번째 빙판은 2012년 2월 21일 73°30'43"S, 

109°02'11"W 위치에서 900m×600m 정도인 1년생 빙판

으로서 두께가 1.5m 내외로써 쇄빙시험에 적합한 것을 확

인하고 계측시험 관련 모든 항목의 조사를 마친 후에 

ARAON호에 의한 쇄빙시험을 수행하였다. 처음 600m 구

간에 대하여 100m 간격으로 시추하여 주행구간을 정했으

나 후에 추가로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 100m 씩 

연장하여 총 주행구간을 800m로 결정하였다. 직접 시추

를 통한 빙판의 두께 측정은 50m 간격으로 하였고 해빙

의 시추코어는 시작점인 100m 지점에서 700m 지점까지 

100m 마다 3개씩 채취하였다 (700m 지점은 1개만 채취). 

해빙 위에서 계측작업을 수행할 때의 기온은 -3°C 이었고 

후에 본선에서 쇄빙시험을 수행할 때의 기온은 -5°C 정도

로 기록되었다.

Fig. 1 Sketch of works on second sea ice floe

Fig. 2 Ice thickness and snow depth on second ice floe

세 번째 빙판은 2012년 3월 3일 헬리콥터 탐색을 통해 

발견하여 착륙 후 두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뒤 그 다음 

날 조사팀과 장비를 모두 헬리콥터로 수송하여 조사작업

을 수행하였다. 빙판의 위치는 72°15'11"S, 117°49'32"W 



이었고 크기는 대략 1,100m X 600m 정도로 빙판의 가운

데에 좀 두꺼운 ridge가 있는 구조였다. 먼저 시작점을 정

하고 이로부터 500m 떨어진 곳까지 주행구간을 확정하고 

매 50m 마다 빙판의 두께를 계측하고 해수면의 높이와 

적설층의 두께를 계측하였다. 그리고 재료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해빙 시추코어는 시작점을 포함 400m 지점까지 

100m 간격으로 세 개씩 채취하였다 (400m 지점은 1개만 

채취). 세 번째 빙판은 한쪽 변이 커다란 빙산에 막혀 있

는 비교적 평탄한 1m 내외의 1년생 빙판이지만 빙판의 

중앙부에 3m 를 넘는 두꺼운 ridge가 있어서 전체 빙판 

두께 분포를 알기 위하여 augering 지점을 추가하였다. 

이 ridge는 다년생빙일 가능성보다는 1년생 빙판이 서로 

겹쳐지며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선

내에서 해빙시편의 압축시험을 수행하였고 ARAON호가 

빙판에 도착한 즉시 쇄빙시험을 수행하였다. 해빙 위에서 

계측작업을 수행할 때의 기온은 -3°C 로 기록되었다.

Fig. 3 Sketch of works on third sea ice floe

Fig. 4 Ice thickness and snow depth on third ice floe 

3. AMUNDSEN해의 해빙 재료특성
첫 번째 빙판의 경우 현장에서 측정한 시추코어 한 세

트의 온도분포를 보면 전체 깊이 240cm에 걸쳐 거의 균

일하게 -1.6~1.7°C 사이에 있었다. 작업 당시 짙은 안개

와 많은 눈으로 거의 기온변화가 없었으며 대기온도는 

-2°C, 해수의 온도도 -1.9°C 정도로 판단할 때 온도구배

가 거의 없는 균질한 상태로 판단된다. 염도는 시편 평균 

2.38‰ 이였고 밀도는 0.916g/cm3 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상태가 좋은 코어를 냉동고에서 4일 보관 후 꺼내 6시간 

대기온도에 노출 후 측정한 2개는 압축강도가 3.95MPa, 

굽힘강도는 406kPa 였고 12시간 후 측정된 3개의 시편은 

압축강도가 2.01MPa, 굽힘강도는 388kPa 이였다. 이 결

과는 이후 수행된 두 차례 쇄빙실험 시 강도보다 비교적 

높은데 그 이유는 계측을 위해 비교적 상태가 좋은 시편

만을 골랐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높아지는 

얼음의 특성상, 대기에 노출하는 시간을 두긴 했으나 현장

에서의 온도에 비해 낮은 냉동고 온도 때문에 압축강도/

굽힘강도가 모두 높게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수치는 빙판의 강도를 대표하는 값으로 볼 수 없었다.

Table 2에 두 번째 빙판에서 계측된 해빙의 재료특성을  

요약하였다. 깊이에 따른 분포 뿐 아니라 빙판 전체에 대

한 얼음의 온도는 여전히 해빙의 용융점에 가까운 1.72°C 

근처였고, 염분이 빠져 나가면서 조직 손상이 많아 밀도는 

비교적 낮은 0.843g/cm3 이였고 염도는 거의 균일한 4.

0‰ 임을 보여주고 있다. 해빙의 강도는 전체 30개 시편

의 평균으로 압축강도 1.445MPa, 82개 시편의 평균으로 

굽힘강도 274kPa을 얻었다. 이번에 계산된 굽힘강도 수치

는 과거 2010년 AARI에서 수행한 ARAON호의 시운전 자

료에서 제시된 값에 비해 약간 작은 값이었다(Table 4). 

압축강도의 경우 직접 비교할 자료가 없으나 이 역시 조

금 작은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쇄빙선 설계에 사용

되는 선급규정 기준치인 550kPa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값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여름철 기간을 막 지나고 있는 

남극해의 현재 시기(2월말)로 볼 때 기온이 낮은 겨울철의 

최고 강도 기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Table 2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of sea ice 
measured from the second sea ice floe

Table 3에는 세 번째 빙판에서 계측된 해빙의 재료특성

치를 요약하였다. 세 번째 빙판의 경우 얼음의 온도는 해

빙의 용융점보다도 낮은 1.55°C로 기온이 높아 얼음이 계

속 녹는 상황이었고 조직 손상도 많아 밀도는 비교적 낮

은 0.875g/cm3 이였고 염도는 거의 균일한 3.6‰ 이였다. 

세 번째 빙판의 경우 전체 500m 의 주행구간 중 0m 지

점에서 400m 지점까지 매 100m 마다 3개씩의 해빙의 시



추코어를 채취하였다(400m 지점은 1개만 채취).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시추한 코어 대부분 얼음 조직이 많이 와해

되어 있어서 압축강도를 계측하기 위한 시편을 선택하기

가 힘들었다. 시편의 개수도 적었고 계측에 사용된 시편 

또한 강도가 매우 약하거나 시험에 사용하기 전 부서지는 

것도 많았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빙판의 계측치에 비해 

밀도, 강도 측면에서 아주 낮은 값을 얻었다. 쇄빙시험을 

수행할 때의 기온은 -3°C 정도로 기록되었다. 

해빙의 강도는 19개 시편 평균으로 압축강도 1.32MPa, 

54개 시편의 평균값으로 굽힘강도 266kPa을 얻었다. 이

번에 계산된 굽힘강도 수치는 두 번째 빙판보다도 작은 

값이었다. 세 번째 빙판의 경우 300m 지점의 중간 역전

층을 제외하고는 깊이에 따라 해빙의 염도가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온도가 용융점에 가깝거나 오히

려 높아서, 계측된 온도와 밀도, 염도를 사용하여 굽힘강

도를 추정하는 경험식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현장 실험은 기온이 낮고 균일한 빙질이 

보장되는 늦은 가을철 혹은 겨울철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3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of sea ice 
measured from the third sea ice floe

Parameter Temperature 
℃

Salinity, 
‱

Density, 


Flexural 
strength

kPa
Point 1 -1.64 3.67 778 290
Point 5 -1.62 1.83 785 490
Point 11 -1.90 5.83 875 190
Average -1.74 3.98 819 320

Table 4 Measured ice properties from Antarctic voyage of 
ARAON (Likhomanov, 2010)

4. 결  론
2012년 2~3월 현장시험이 수행된 AMUNDSEN해 

73~75°S 해역에는 여름철에도 상당한 해빙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평년보다 남아있는 해빙의 규모나 두께가 예상

보다 커서 쇄빙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빙상조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2010년의 북극해 탐사에 

비해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서 목측이나 헬리콥터를 이용

한 빙판 탐색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 얻어진 온도, 염도의 

데이터는 남극해에서 2010년에 러시아 연구팀이 계측한 

값(Table 4 참조)에 비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

이는 두 시기가 남극해의 해빙이 여름철 한창인 시기와 

절정기를 지나고 이제 결빙기로 접어드는 시기의 차이라

고 보인다.

이번 남극 AMUNDSEN해의 ARAON호 실선시험은 제한

된 지역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남극 해빙의 재료강도특

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년에 이

어서 지속적인 빙해역 실선시험을 통해 독자적인 해빙에 

대한 재료강도특성 데이터 축적과 현장계측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의 사용방법과 표준화된 계측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북극해와 남극

해에서의 실선시험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실

선시험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도 본 

연구를 통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현장계측시험을 통해 가장 아쉬운 점은 계측정밀

도에 관한 것인데 준비해 간 여러 측정기기, 예를 들어 온

도계, 중량계, 염도계, 압축시험기, 그리고 줄자나 캘리퍼

스 같은 기본 장비를 항상 여분으로 준비하고, 사용 전에

는 항상 calibration을 하여 현장에서 올바른 계측치가 얻

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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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극 지방의 에너지 자원개발과 북극을 통한 운송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극지방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성 요구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선급에서는 극지방 운항 선박에 관한 각종 규칙을 규정하여 선체 구조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해상에
서 유빙의 충돌에 따르는 LNG 운반선 화물창의 구조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CCS 구조에 치명적인 손상
을 일으킬 수 있는 유빙과의 충돌에 있어 신뢰성 있는 구조강도 평가 수단이 필요하며, 특히 여러 재료들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membrane type LNG CCS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충돌해석 수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빙이 LNG 운반선의 선측에 충돌하는 경우, 선체가 받는 충격하중과 Insulation panel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크기와 형상이 다른 여러 종류의 유빙에 대해 각각 충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1. 서 론
근래에 대체자원으로 각광받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적은 

LNG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극지운항 LNG 운반선의 개발이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DNV 등 여러 선급에서는 각종 
빙해운항 선박 관련 규칙들을 규정하여 구조설계에 반영하고 있
으나, 빙의 상태 및 운항 조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경
우를 감안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빙과 구조의 
충돌 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밀한 해석 기술의 개발은 
필수적이다.실제 선박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
빙과의 충돌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Membrane type LNG선의 경우, 내부 Insulation panel이 여러 가
지 재료들로 결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보다 체
계적이고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빙이 LNG 선에 충돌하는 경우, 선체에 작
용하는 충격량과 이에 따른 Insulation panel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크기와 형상이 다른 3종류의 유빙에 대하
여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용 hydro-code인 LS-DYNA를 이용하여 빙의 항복, 소성 거
동 및 유빙의 변형속도와 충돌속도 효과를 고려한 정밀한 빙-구
조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각기 다른 형상의 유빙 충격에 
의한 선체 구조와 Insulation panel에 대한 구조 응답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2. 대상 구조 및 구조해석 모델링
2.1 모델링 범위

다음 그림과 같이 유빙이 Mark III type membrane LNG 운반
선의 선측구조에 충돌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선측구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선저, 갑판구조 및 topside tank와 bilge 구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rame space는 3200mm이고 실제 탱크 
크기를 고려하여 9 Frame space를 모델링 하였다. 하나의 방열
panel이 선측 종통 스트링거 위에 위치해 있을 때를 가정하여 상
세하게 모델링함으로써 유빙 충돌 시 방열 panel의 구조 거동을 
정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LNG 화물과 접하는 1차방
벽인 membrane, triplex 그리고 방열 panel 은 각각의 강성이 그
다지 크지 않으므로 나머지 방열 구조와 membrane은 모델링에
서 제외하였다.

2.2 구조해석 모델

 2.2.1 선측 구조 모델링
선측구조의 모델링 형상은 Fig.3에 보인 바와 같다. 방열 

panel이 부착된 위치는 상세히 요소 분할하였고 주위로 갈수록 
요소 크기를 확대하여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

다. 요소 및 절점 수는 다음과 같다.

- Number of plate elements : 53,708
- Number of Beam elements : 3,236
- Number of nodes : 96,687

Fig. 1 Schematic view of Mark III membrane type LNG 
tank (www.gtt.fr, 2009)

 
Fig. 2 Position of insulation panel & range of hull 

modeling

Fig. 3 Modeling side hull structure

2.2.2 Insulation panel 모델링
 Membrane Mark III 방열구조는 주성분인 Reinforced-PUF

(이하 R-PUF)와 받침대 역할을 하는 Plywood 그리고 선체와 접



a) Spherical type

- Radius = 5.1 m
- Volume = 555 m3
- Mass = 500 tonnes

b) Cubic type 1

- Height = 16.4 m
- Edge length = 16 m
- Volume = 4,200 m3
- Mass = 3,780 tonnes 

c) Cubic type 2 

- Height = 16.4 m
- Edge length = 8 m
- Volume = 1050 m3
- Mass = 944 tonnes 

합을 위한 Mastic, 그리고 1차 방벽인 SUS Membrane과 2차 방
벽인 Triplex등 5개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두께가 얇아 
panel 전체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SUS 
Membrane과 Triplex 는 제외하고 모델링 하였다. 

 Fig. 4 Real insulation lamination of membrane-type LNG 
cargo (left) & ideal insulation lamination (right)

           

Fig. 5 Insulation panel modeling

2.2.3 유빙 (Ice bergy bit)
유빙이 큰 경우에는 쉽게 육안이나 레이더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회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유빙
의 수면 위 노출 높이가 2m 이하가 되면 항해자가 사전에 감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박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NV에서 제안한 바 있는 Iceberg 
Collison Scenario(DNV, 2006)을 참고하여 3가지 type의 유빙을 
Modeling하였다. 

2.3 재료 특성치 
2.3.1 방열 panel의 재료 특성

Fig.4에 Mark III membrane type CCS의 방열 구조를 상세히 
보였다. Mastic과 Triplex는 등방성 재료, Plywood는 이방성 재
료이고 R-PUF는 점탄성 재료이지만 본 장의 주안점인 모델링에 
따른 결과 비교에 초점을 맞춰 모두 등방성 재료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rk III 방열구조의 재료 물성치로 ABS(2006)
에서 제시하고 있는 Table 1의 값들을 적용하였다.

2.3.2 유빙의 재료 특성
실제 해상의 유빙은 육지에서 떨어져 나온 담수빙인 경우가 

많으므로 Derradji-Aouat et al.(2000)의 담수빙에 대한 변형률 

속도 의존적인 stress-strain curve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6 Modeling details of ice bergy bits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insulation panel(ABS,2006)   
   

Mastic 2880 1500 0.3
Plywood 8900 710 0.17
R-PUF 84 120 0.18

2.4 충돌 속도
DNV Iceberg Collision Scenario를 참고하여 유빙의 일반적

인 속도인 1m/s~2m/s중 2m/s를 적용하였다.



3. 유빙-선체 충돌해석
3.1 Spherical type

구형 유빙이 선측에 충돌하였을 때 선체와 방열 panel의 거
동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7~Fig.10에서 선측 구조의 유빙 충
돌지점에 작용하는 유효응력의 크기 그리고 mastic, plywood, 
R-PUF에서의 공간적 분포 형상과 최대 발생점에서의 시계열을 
도시하였다.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7 Effective stress of side structure

 
Fig. 7 Effective stress time history of Mastic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9 Effective stress of Insulation panel Plywood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10 Effective stress of Insulation panel R-PUF



3.2 Cubic Type1
Cubic Type 1 유빙이 선측에 충돌하였을 때 선체와 방열 

panel의 거동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11~Fig.14에서 선측 구
조의 유빙 충돌지점에 작용하는 유효응력의 크기 그리고 mastic, 
plywood R-PUF에서의 공간적 분포 형상과 최대 발생점에서의 
시계열을 도시하였다.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11 Effective stress of side structure

Fig. 12 Effective stress time history of Mastic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13 Effective stress of Insulation panel Plywood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14 Effective stress of Insulation panel R-PUF



3.3 Cubic Type2

Cubic Type 2 유빙이 선측에 충돌하였을 때 선체와 방열 
panel의 거동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15~Fig.18에서 선측 구
조의 유빙 충돌지점에 작용하는 유효응력의 크기 그리고 mastic, 
plywood R-PUF에서의 공간적 분포 형상과 최대 발생점에서의 
시계열을 도시하였다.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15 Effective stress of side structure

Fig. 16 Effective stress time history of Mastic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17 Effective stress of Insulation panel Plywood

a) Distribution

b) Time History
Fig. 18 Effective stress of Insulation panel R-PUF



3.4 해석 결과의 고찰
3가지의 전형적인 형상의 유빙이 LNG선의 선측에 충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선측구조와 방열 panel의 구조거동 특성을 해석
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3가지 유형의 유빙 중 가장 질량이 큰 cuvic type 1에서 가
장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선측구조를 제외한 방열 panel의 
응력이 모두 탄성 영역 범위 내에 있으므로 Mark III membrane 
type CCS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Effective Stress (MPa)
Yield 

Strength Spherical Cubic 
type1

Cubic 
type2

structure 285 285 285 285
mastic 15 1.558 4.112 2.933

plywood 40 5.787 15.93 10.878
R-PUF 2 0.701 1.719 1.168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C에 유빙이 충돌하는 경우, CCS의 구조안

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구조해석 code인 
LS-DYNA를 이용하여 빙 충돌 거동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이 
때, 빙의 항복 및 소성 거동과 변형률속도 의존성 거동을 고려하
였다. 

유빙의 크기(mass)가 커짐에 따라 충격량과 더불어 선체가 받
는 손상도 역시 당연히 커지는데, 방열 panel이 어떤 형상 및 어
느 정도 크기의 유빙 충돌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 가지 형상의 좀 더 다양한 
유빙에 대한 해석과 속도 및 충돌 방향의 변화에 따른 충격 거동
의 비교,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빙의 전형적인 특
징인 시간 의존적인 Creep 특성과 Size Effect에 관한 연구가 추
후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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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ice 상태에서의 합성얼음을 이용한 자항시험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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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ious study about self-propulsion test with synthetic ice for the Canadian Coast Guard icebreaker shoul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ests with a synthetic ice and a refrigerated ice. In the present study, the 
density of synthetic ice is varied to have more interactive between the hull and ices which might make a more towing 
force than the previous case. The experimental work with refrigerated ice for the present model ship is expected to be 
conducted to compare in near future.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1. 서 론
  북극지역의 기후 변화에 따라 북극지역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북극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 이는 북극항로의 운송증가로 이어지고 극지방을 운항하
는 쇄빙선박에 대한 연구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쇄빙선 및 쇄빙상선은 주목적이 극지의 얼음을 깨고 운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선
박이 갖는 빙저항 및 빙하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
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다년생 빙이 줄어드
는 현상(R. Kwok et al. 2011)과 함께 북극해의 항해 가능지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Pack ice 상태나 쇄빙선에 의해 깨어진 얼음
에서 운항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 Pack ice 상태에서
의 성능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Pack ice에서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빙수조에서의 모형 시험
을 대신하여 일반수조에서 합성얼음을 이용한 모형시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Song et al. (2007) and Kim et al. (2009)는 합
성얼음과 냉동얼음간의 저항특성을 확인해본 결과 그 값이 상당
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et al. (2009)에서는 많은 비
용과 모형빙의 균일성이 맞추기 어려움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합
성얼음을 이용하여 일반 수조에서 집중도 변화에 따른 최적 선형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되었다. Kim et al. 
(2009)에서는 캐나다 해안경비정인 Terry fox호에 대해 합성얼음 
및 냉동얼음을 사용하여 추진 성능을 비교 하였다. 여기서  합성 
얼음과 냉동 얼음을 가지고 pack ice에서의 각 집중도에 따른 자
항 시험 비교해 보면 합성 얼음의 경우 거의 얼음의 유입이 일어
나지 않는 반면에 냉동 얼음의 경우는 얼음 조각이 프로펠러로의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집중도 
별로 속도 증가에 따른 프로펠러의 thrust 및 torque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합성 얼음과 냉동 얼음의 실험에서 가장 큰 변화
를 보이는 FD값으로 선체 내부로 유입되는 얼음으로 인해 영향
이었다. Fig.1은 냉동얼음을 이용한 자항 시험에서 얼음과 프
로펠러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반면 Fig.2는 합성얼음을 이용한 자항시험에서 합
성얼음의 유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Fig.1  Ice-propeller interaction of self-propulsion test by 
using refrigerated ice

Fig.2 Ice-propeller interaction of self-propulsion test by 
using synthetic ice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된 합성얼음을 이용한 Pack ice상태
에서의 자항시험에서 합성얼음이 선체 내부로의 유입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빙-프로펠러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음으로 인해 빙-프로펠러간의 상호 작용을 확인하기가 어려
웠음으로 인해 합성얼음의 밀도 및 크기를 조절하여 얼음이 선체
내부로의 유입이 증가하여 프로펠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
어 날 수 있도록 Pack ice 상태에서 합성얼음을 이용한 자항 기
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2. 모형시험 준비
2.1 예인수조 설비

합성 얼음 (synthetic ice)을 이용한 저항 실험은 부산대학교 
예인 수조에서 실시하였다. 수조의 재원은 길이 100m, 폭 8m, 
깊이 3.5m 이다.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폭 3.75m, 길이 25m
의 가이드를 쳐놓고 합성 얼음을 채워서 실험하였다. 여기서 폭
은 합성얼음이 가이드 라인에 부딪혀 저항 값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형선 폭의 6배로 하였다. 쇄
빙선의 선형실험의 경우 모형선 폭의 4배로 한바 있
다.(Aboulazm, 1989) Fig.3은 부산대학교 예인 수조 사진이다.

Fig.3  PNU towing tank facility



Designation Symbol
(unit)

Design load
Ship Model

Scale ratio λ 48:1
Ice class rule LU7
Length bet 

perpendiculars LPP(m) 240 5.0
Depth D(m) 30 0.625

Breadth B(m) 30 0.625
Draft T(m) 12.5 0.26

Stem angle deg 25° 25°
Waterline angle deg 40° 40°

2.2 모형 시험

본 연구에서는 PNU에서 선형을 설계하여 제작한 선수분리형 
모형선을 사용하였다. 축척비는 48 : 1 이고 길이는 5m, 폭은 
0.625m 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형선은 선수분리형으로 선
수 각(φ) 25°(α= 50°) 를 기준으로 선수 각 20°, 30° 의 선수 각
을 변화시킨 모형선을 제작하였고, 수선 면 각이 30°, 40°인 모
형선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총 5척의 모형선 중 합성얼음을 이
용한 Pack ice에서의 저항 성능 시험 결과 중 가장 저항 성능이 
우수한 모형선(Stem angle:25°, Water line angle:40°)을 사용하
여 합성얼음을 이용한 자항시험을 실시하였다. Fig.4는 이번 실
험에 사용된 모형선 사진이고  Fig.5는 선수각 및 수선면각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Table 1은 이번 실험에 사용된 모형선의 제
원을 나타낸다.

Fig.4  Icebreaking cargo vessel model ship 
(Stem angle:25°, Water line angle:40°)

Fig.5 Comparison of Stem angle and Water line angle  for 
icebreaking cargo vessel model ship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icebreaking cargo vessel 

2.3 합성얼음 제조

 합성 얼음에는 MOD ice , Tryde ice , Syg ice 등 여러 종류
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wax type의 합성 얼음을 사용해서 실
험을 하였다. 냉동 얼음에 비해서 합성 얼음이 가지는 장점은 우
선 실제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수조 전체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
뜨릴 필요가 없어서 작업 환경이 좋다. 그리고 얼음이 가지고 있
는 최대 단점인 녹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
도 없어서 냉동 얼음에 비해 유리하다. 실제 빙 해역의 얼음 속
에 함유된 염수 맥과 기포 때문에 해빙은 기포가 없는 순수 담수 
빙의 밀도(917kg/m3)와는 다른 값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염수 맥과 기포의 밀도에 대한 영향은 서로 상쇄되어, 전형적인 
해빙의 밀도는 순수한 얼음에 가까운 915~920kg/m3 정도이다 
합성얼음의 모양은 집중도(Concentration)를 쉽게 변화시켜야 하
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제조하였다. 얼음의 
크기는 냉동얼음을 이용한 Pack ice에서의 얼음 크기 및 선체와
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자 가로 200mm, 세로 160mm와 가로 
120mm, 세로 90mm 크기의 두 가지 종류를 제조하였으며, 두께
는 모두 25mm로 제조 하였다. Fig.5는 냉동얼음을 이용한 Pack 
ice test 시의 얼음 크기와 합성얼음의 얼음 크기를 비교한 그림
이다.



Wax type  
(2009)

Wax type  
(2011)

Shape Right triangle Right triangle

Thickness 20 mm
40 mm 25 mm

Density 900 kg/m3 933 kg/m3

Friction     
Coefficient 0.03 0.03

Area 320 cm2

160 cm2
160 cm2

 54 cm2

Fig.5 Comparison of Synthetic ice and Refrigerated ice 
size

 캐나다 해안경비정 Terry fox호를 이용한 합성얼음 자항시험
과 냉동얼음을 이용한 자항 시험을 비교해보면 냉동얼음은 선체
하부 및 프로펠러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반면 합성얼음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선수에서 가라앉은 얼음이 물위로 떠올라 프로펠러
와의 Interaction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Fig.6은 2009년 합성
얼음을 이용한 자항시험의 수중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Fig.6 Self-propulsion test by using Synthetic ice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프로펠러 쪽으로 얼음의 유입을 증
가시키기 위해 합성얼음의 평균 밀도를 933kg/m3으로 증가시키
고 크기는 가로 200mm, 세로 160mm와 가로 120mm, 세로 
90mm으로 조정하여 제작하였다. Table 2.는 2009년도 시행했던 
합성얼음과 새로 제작된 합성얼음을 비교한 표이다.

Table 2 Comparison of  Wax type(2009) and Wax       

         type(2011)

합성얼음의 면적은 집중도 90%, 80%, 60%를 맞추기 위해 
Table 3 과 같이 제조를 하였다. 면적 비율은 두 가지 합성얼음
이 각각 50%가 되도록 제조를 하였다. 또한 합성얼음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가물(와셔)를 삽입하여 제조하였다. 

Table 3  Information of Synthetic ice
제조 치 수(L x H x T) 첨가 질량 개 수 면적 비율

200 x 60 x 2.5 14.5g 2800 개 50%

120 x 90 x 2.5 7.8g 8800 개 50% 

3. 모형시험 방법
예인수조에서의 저항시험 방법은, 우선 합성 얼음을 넣기 전

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한다. 가이드라인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은 가이드라인의 폭을 조절하는 것인데 합성 얼음이 벽에 부딪혀
서 다시 나올 때 선체저항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넓어
야 한다. 보통 선체 폭의 4배정도로 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밀리지 않도록 부목 등으로 단단히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 
얼음을 집어넣어 다양한 집중도의 pack ice 상태를 만든다. 이 
때 두 가지 크기의 합성 얼음은 1:1의 비율로 잘 섞어서 넣었다. 
합성 얼음의 집중도 판독은 냉동 얼음과 마찬가지로 5m ～ 10m 
간격으로 위에서 수직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판독으로 정확한 
집중도를 맞춘다. Fig.7 은 합성 얼음을 이용한 예인 수조에서의 
pack ice 실험준비를 보여주고 있다. Wax 타입 합성 얼음은 실
험을 하면서 선체에 Wax가 묻고 이는 큰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
서 실험을 하면서 수시로 선체를 닦아 선체 표면의 마찰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Fig.8은 Pack ice 집중도를 맞추



기 위해 사진판독을 한 그림이다. 각 집중도에 따라 동일한 방법
으로 실시하였으며 그Fig.8은 80%에서의 사진 판독 그림이다.

Fig.7 Preparation for Pack ice test in PNU towing tank

Fig.8 Check the concentration using the photographic 
record

모형시험은 Open water에서의 저항 시험, 각 집중도(60%, 
80%, 90%)에서의 Pack ice 저항 시험, Open water 상태에서의 
Overload test, Pack ice 상태에서의 자항 시험 그리고 Bollard 
test를 수행하였다. Fig.9는 Pack ice condition에서 집중도 90% 
0.6m/s의 속도에서의 저항시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Fig.10은  Open water 상태에서 0.6m/에서의 Overload test 모
습이다. Fig.11은  모형선 속도 0.6m/s에서 집중도 60%, 80%, 
90% 상태에서의 자항시험을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다. 
60%에서 90%로 갈수록 많은 합성얼음들이 내부로 유입되어 프
로펠러와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Fig.9  Resistance test by using synthetic ice in pack ice 
condition (0.6 m/s, concentration 90%)

Fig.10 Open water Overload test

Fig.11 Open water overload test by using synthetic ice in 
pack ice condition (60%, 80%, 90% - 0.6m/s)



4. 모형시험 결과 
합성얼음의 크기 및 밀도를 변화시켜 실시한 자항시험에서 선

행 연구된 시험과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합성얼음들이 선체 밑으
로 유입되어 프로펠러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모형선 속도 0.1m/s에서는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얼음이 거
의 없었으나 0.4m/s, 0.6m/s 에서는 많은 얼음이 유입되어 프로
펠러와 많은 충돌이 일어났음을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다. Fig. 
12는 개수로 상태에서의 쇄빙상선에 대한 저항 시험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Fig. 13은 집중도 60%, 80%, 90% 상태에서
의 Pack ice 상태에서의 저항시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집중도60%와 80%에서의 저항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90%로 집중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저항이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2 Resistance of Open water test 

Fig. 13 Comparison of pack ice resistance according to 
concentration

자항점을 찾기 위한 자항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대략적인 자항
점을 찾기 위해 각 집중도에서 실시한 저항 시험에서 구한 저항 
값을 예인력으로 두고 각 속도에서  Open-water overload test

를 실시하였다. 만약 프로펠로와 얼음간의 상호 작용에 따른 프
로펠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Open-water overload test로 
자항점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얼음의 유입으로 인한 유체의 
불균일한 유동장 형성 및 얼음과 프로펠러간의 상호간 충돌로 인
하여 프로펠러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Open-water overload test를 통하여 대략적인 자항점을 찾아내
어 대략적인 자항점을 바탕으로 실제 합성얼음 상태에서의 자항 
점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다.(Wang. 2008) Fig. 14은 각 집
중도에서 자항 시험으로 구한 자항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정성적으로 자항점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5와 Fig. 16는 각 집중도에서 속도 변화에 따
른 각 자항점에서의 추력과 토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집중
도90%에서의 각 속도에 따른 변화가 집중도60%와 80%에서 
보다 많이 변화함을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으며 이는 집중도 
90% 상태에서 많은 합성얼음들이 유입되어 불규칙직적인 유
동장 형성과 프로펠러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Fig. 14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point according to 
concentration

Fig. 15 Comparison of thrust of self-propulsion test 
according to concentration



Fig. 16 Comparison of torque of self-propulsion test 
according to concentration

5. 결  론
 2009년도 PNU에서 실시되어진 합성얼음을 이용한 자항 시

험과 냉동얼음을 이용한 자항 시험에서 추력과 토크는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FD 값에서는 많은 차이가 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것은 냉동얼음을 이용한 자항시험에서 얼음과 프로펠러와의 많
은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얼음을 이용한 자항 시험
에서는 합성얼음과의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한 이
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쇄빙상선 모형선을 이용하여 프로
펠러와의 충돌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합성얼음의 크기와 밀도를 
조정하여 합성얼음을 제조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자항 
시험에서 합성얼음이 선체 밑으로의 유입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 합성얼음과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합성얼음과 프로펠러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상태에서의 자항성능을 계측할 수 있었으며 향후 
PNU에 보관중인 쇄빙상선 모형선을 MOERI 빙해 수조로 이송
하여 냉동얼음을 이용한 자항시험을 실시한 후 합성얼음을 이
용한 자항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성을 확인 할 예정이다.

6.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 “빙해선박의 극

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중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기술(과제번호 10033523)” 과제와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글로벌핵심연구센터)(과제
번호:201100019080001)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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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과 2011년 여름에 실시한 북극의 실선 쇄빙시험은 Medium floe에서 수행된 것으로 해빙의 

자중이 Araon의 배수량과 비슷하거나 작기 때문에 평탄빙에서의 쇄빙현상과 정확한 쇄빙 속도성능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목적의 첫 번째 남극 쇄빙 시운전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Amundsen 

sea 근처에서 2012년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55일간 수행되었다. 남극의 빙상환경은 Vast floe나 

big floe를 많아서 상대적으로 북극보다는 좋은 빙상상태에서 쇄빙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3개의 

big floe에서 3회에 걸친 해빙 계측과 눈 밀도 계측이 이루어졌고, ridge 통과 시험을 포함한 2회의 

쇄빙 시험에서 5개의 속도 시운전 결과를 얻었다. 얼음의 두께와 강도 등 빙상정보와 선박의 위치, 속

도 및 엔진 출력과 추진기 방향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얻어진 결과가 서로 다른 

빙 두께와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어 결과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 두께, 빙 두께, 엔진 출력에 대

한 보정을 수행하여 일정한 빙 두께에서의 속력과 엔진 출력을 구하고자 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평탄

빙 쇄빙시험 결과와 비교하였고, 평탄빙 모형시험 결과의 실선확장 결과와도 비교되었다. 

결과를 분석하여 Big floe에서 쇄빙 속도가 평탄빙에서 속도보다 더 큰 것을 확인 하였는데 이것은 

big floe에서 연속쇄빙과 해빙의 파단, 균열이 공존하여 평탄빙에서 연속쇄빙과는 쇄빙현상에서 약간

의 차이가 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평탄빙에서 실선 시운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1.03m 두께의 big floe에서 속도를 구한 결과 아라온은 10 MW의 마력으로 5.4 knots의 속도 성능을 

보였고, 평탄빙에서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1.0m 두께의 big floe에서 쇄빙속도를 구한 결

과 10 MW에서 5.65 knots 속도성능을 보였다.

※Key words: big floe(큰 빙판), Sea ice(해빙), Ice field test(실선 쇄빙시험),  Ice sea trial(빙해
역 시운전), speed performance in ice(빙 속도 성능)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1. 서 론

    아라온호를 이용한 빙해역 쇄빙시험은 

2010년과 2011년 8월 두 차례 북극해 일원에

서 수행되었고 시험방법과 빙 특성 계측 방법, 

결과는 Hyun Soo Kim 등(2011)과 KyungSik 

Choi 등(2011)에 의해 정리되었다. 북극해의 

Chuckchi Sea 일원의 북위 80° 근방의 여름철 

해빙 특성은 medium floe로 해빙이 크지 않고

(Table 1 참조), 해빙의 자중이 아라온호의 배

수량과 비슷하거나 작은 경우가 있어 쇄빙시 해

빙이 쇄빙이 되지 않고 밀리거나 판단되는 상황

이 발생하여 평탄빙에서 연속쇄빙 능력을 정확

히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남극해

의 Amundsen sea의 경우는 남극 대륙에 인접

한 남위 74°까지 접근함으로 소멸되지 않은 크

기가 비교적 큰 1년생, 2년생 혹은 다년생 big 

floe가 많아서 대상 빙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박의 운용시간과 안전한 귀환

을 위한 해빙선택의 제한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남극해 Amundsen Sea 일원에

서 수행한 쇄빙시험의 결과를 정리하였고, 각각

의 결과가 서로 다른 빙 두께와 엔진 출력을 가

지고 있어서 일정한 빙 두께에서의 속력과 엔진 

출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승기 등(2011)

에 의해 소개된 HSVA의 방법에 따라 눈 두께, 

빙 두께, 마찰계수 등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

고, 빙 강도에 대한 보정에서는 평탄빙이 아닌 

빙판의 경우에는 일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HSVA의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보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계측 결과의 보정 값은 Araon 평탄빙에서 쇄

빙 시험 결과(Valery Lukin 등, 2011)와 비교하였

고, 평탄빙(level ice)에서 모형시험 결과(Chun-Ju 

Lee등 2006)와도 비교하여 Araon호의 big floe에서

의 성능을 확인 하였다.

2. 쇄빙 시험

2.1 항로 및 시험 장소 

얼음의 명칭을 부르는데 혼선을 피하기 위하

여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에서 해빙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놓은 Table 

1에 따라 남극해 시험에 사용된 얼음은 1,000m 

내외의 크기를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big 

floe로 명명하기로 한다. 

남극의 Amundsen 해에서의 이동 경로와 쇄빙 시

험 장소를 Fig. 1과 같이 표시하였다. 각각에 표시된 

정점(station)인 C1등은 빙해역의 물리, 화학, 생태, 

지질 등 연구 활동을 위해 계획된 정점의 이름을 나

타내고 있으며, 해빙의 쇄빙 능력 시험을 한 위치는 

SI1과 SI2의 정점 이름과 주황색 원으로 표시 하였

다. 정확한 위치 정보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1 Amundsen Sea route & location of 
Sea ice test

  

    

Name of  ice Size of floes

Small ice cake;

brash ice 
< 2m (WMO code 1)

Ice cake < 20m (WMO code 2)

small floe 20~100m (WMO code 3)

Medium floe 100~500m (WMO code 4)

big floe 500~2,000m (WMO code 5)

Vast floe 2~10 km (WMO code 6)

Giant floe > 10 km (WMO code  7)

Table 1 Classification of form of ice 

2.2 빙상정보 계측

    눈의 두께, 얼음 두께, 건현(Free board)등은 

Auger와 자를 사용하여 계측하였고, 빙 강도를 알기 



위해 70mm 정도 직경의 얼음 시편을 채취해서 직

경, 온도, 중량, 염도 등을 계측하였다. 압축 강도를 

위한 시편은 20cm 정도의 길이로 별도로 마련하였

다. 

선박의 항해 장비 정보는 본선에 저장되는 Gyro 

신호를 받아서 위도 경도를 포함한 위치와 속도, 침

로 등을 알 수 있었고, 엔진의 출력은 본선에 장착된 

시스템의 화면을 출력하여 1초 혹은 5초 단위로 정

리하였다. 운동 관련 정보도 본선의 기록된 값을 전

자 파일로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계측 장비와 방법 등과 관련 내용은 Hyun Soo 

Kim(2011)등 과 KyungSik Choi(2011)등의 논문을 

참고하면 되는데 이번 항해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는 

2010년과 2011년의 장비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계측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눈의 밀도 측정과 눈썰매(skidoo)를 이용한 

계측과 선측에 장착한 계측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EM 장비를 사용한 얼음 두께 계측이다. 이와 관련해

서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기로 한다. 

  

2.3 쇄빙 시험용 big floe

 쇄빙 시험을 위해 두 개의 big floe가 선정되었

는데 두 big floe에 대한 정보는 Table 2에 정리 되

어 있다. 길이가 각각 900m와 1,100m 정도로 길이

(L.B.P)가 95m인 Araon호의 쇄빙 시험에 충분한 크

기로 판단하였다. 

각각의 빙판의 이름을 SI1과 SI2로 명명하였고, 

각각의 빙판의 길이가 길어서 쇄빙 시험을 할 때 엔

진의 출력을 변화하면서 계측을 수행할 수 있었고, 

SI1에서는 세 개의 결과를 얻어 시험의 이름을 각각 

A, B, C로 하였다. 또한 SI2의 경우 두 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각각 D와 E로 부르기로 한

다.

SI1과 SI2의 시험을 하는 동안 GPS 신호를 사용

하여 궤적을 그리면 Fig. 2와 Fig. 3과 같다. Fig. 2

와 Fig. 3의 궤적에서 알 수 있듯이 SI1은 순조롭게 

시험이 수행 되어 출력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 결과

를 세 개 얻을 수 있었으나, SI2에서의 시험은 한쪽 

끝에서 진입하여 첫 번째 쇄빙 시험 후 ice ridge를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쇄

빙 시험 후 선회하여 다른 한쪽으로 진입 하여 두 

번째 쇄빙 시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양쪽 끝에

서 각각 한 개씩 두 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Ice  floe ID SI 1 SI 2

Location

Longitude
108° 42' 

9822" W

117°  50' 4123" 

W

Latitude
73° 28' 

5867" S

72° 14' 82643" 

S

Size
Length(m) 900 1,100

Width (m) 600 600

When 

(UTC)

Date 22 FEB.2012 4  MAR. 2012

Time 11:00 4:20

weather  condition Sunny Cloudy

Brightness Sun shine Before sunset

Reconnaissance 

method
ship helicopter

Test  ID A B C D E

Table 2 The summary of big floe 
information

Fig. 2 Trajectory of ice trial on SI1 ice floe 



Fig. 3 Trajectory of ice trial on SI2 ice floe

3. 결과 평가

3.1 쇄빙 시험 결과의 정리

Fig. 4는 SI2에서 계측된 좌 우현 추진기의 RPM

값과 추진기의 각도, 엔진의 전체 출력을 시간의 변

화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 SI1과 

SI2 모두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Fig. 4의  가로

축은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세로축의 좌측은 RPM, 추진기 각도를 

우측은 power를 MW 단위로 표현 하였다.   

Fig. 4 Time history of measured signal 

Fig. 5 Ice thickness & snow depth at SI2

빙판의 두께를 계측한 결과는 Fig. 5와 같은 방법

으로 정리 하였는데 가로축이 진행 거리를 눈높이를 

파란색으로 얼음의 형상을 건현을 고려하여 실제 얼

음이 놓인 형상과 같은 방법으로 붉은색으로 표현하

였다. 

SI1에서는 800m구간에 대해 50m간격으로 계측 

하였고 SI2에 대해서는 500m구간에 대해서 25m 간

격으로 빙 두께를 계측하였다.

눈 밀도는 극지연구소의 홍 상법 박사팀의 도움을 

받아서 계측을 수행하였는데 SI1과 SI2에서 계측되

지 않았으나 하루 전에 SI2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빙판에서 계측되어서 같은 시기에 내린 눈으로 판단

하여 같은 밀도를 사용하였다. 눈 밀도는 100m 단위

로 3개 지점을 계측하여 평균을 취하였고, 눈 밀도의 

평균값은 0.361 로 일반적으로 해빙의 눈 밀

도로 알려진 0.3 보다 큰 값이다. 눈 밀도를 

계측 결과의 하나를 Fig. 6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6 Result of snow density at 
near SI1 

 



Test 

ID

Mean 

Power 

(MW)

Dista

nce 

(m)

time 

(sec)

V

(m/s)

V 

(knots)

Mean 

ice  

thickne

ss(cm)

A 8.02 158.1 105 1.51 2.93 145.39 

B 6.10 136.4 110 1.24 2.41 99.11 

C 5.09 123.7 80 1.55 3.01 92.50 

Table 3 Results of ice trial at SI1 

 SI1 빙판에서 수행한 쇄빙 시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고, SI2 빙판에서 수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est 

ID

Mean 

Power 

(MW)

Dista

nce 

(m)

time 

(sec)

V

(m/s)

V 

(knots)

Mean 

ice  

thickne

ss(cm)

D 6.95  100.5  230 0.44 0.85 198.17  

E 7.95 139.3 140 0.99 1.93 192.47 

Table 4 Results of ice trial at SI2 

 Table 3을 두께에 따른 속도와 엔진 출력의 관계를 

보기위해 그래프로 정리하면 Fig. 7과 같다. 

Fig. 7 Relation among ice thickness, engine 
power and speed

 Fig. 7에서 한 개의 점은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

는데 이점은 Table 3의 ‘C‘이다. C의 결과는 엔진 

출력을 6MW에서 5MW로 1MW를 줄였음에도 불구하

고 빙 두께가 7cm 줄은 이유로 속도가 0.7 knots 

증가하는 결과를 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시

험 관찰 결과 다음의 Fig. 8과 같이 C 시험 구간에

서 빙판이 갈라져서 생긴 결과이다. 갈라진 얼음 사

이로 open sea가 생겨서 작은 엔진 출력에도 큰 속

도를 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해석에서 C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Fig. 8 Ice split  at SI1 ‘C’ test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SI1과 SI2에서 얻어진 

결과를 모두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ID

Mean 

Power

(MW)

Dista

nce 

(m)

time 

(sec)

V 

(m/s)

V 

(kts)

Mean 

ice  

thickne

ss(cm)

A 8.02 158.1 105 1.51 2.9 145.4 

B 6.10 136.4 110 1.24 2.4 99.1 

D 6.95 100.5 230 0.44 0.8 198.2 

E 7.95 139.3 140 0.99 1.9 192.5 

Table 5 Summary of effective data on ice 
breaking test at SI1 &SI2

 

3.2  빙 두께, 마찰계수 보정

Table 5는 빙 두께와 엔진 출력이 서로 달라 상대 

비교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승기



(2011)등이 수행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빙 두께

에서의 엔진 출력과 속도를 사용하여 결과를 평가하

고자 한다.

눈의 밀도에 대한 보정에서 Valery 등은(2011) 눈

의 밀도가 0.35  이상인 경우에는 눈의 두께

를 얼음 두께에 포함시키는 AARI의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그들의 방법을 따라

서 보정을 수행하였다. 계측한 눈 밀도가 0.361

로서 0.35보다 큰 값이므로 빙두께에 

눈 두께를 더하여 새로운 빙 두께로 사용하였다.

목표로 하는 빙 두께에 대한 보정은 HSVA에서 사

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찰에 의한 보

정은 일반적인 눈과 선체의 마찰계수 0.05를 사용하

였다. 구하여진 보정 계수를 사용하여 목표 두께와 

속도에서 엔진 출력을 계산하였다.

Valery 등(2011)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1.03m 두께에서의 출력을 계산하여 Table 6에 정리

하였고, 이 춘주 (2006)등의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

기 위해 1.0m에서의 출력을 계산하여 Table 7에 정

리하였다.

ID
V

(m/s)

V(kn

ots)

Hi-actu

al
Fni A F1

Hi-Tar

get
F2 F3 power

power 

Correction

A 1.51 2.93 158.5 0.38 1.08 0.63 103 1 1.11 8.02 5.91 

B 1.24 2.41 116.7 0.37 1.08 0.87 103 1 1.11 6.10 6.24 

D 0.44 0.85 227.5 0.09 1.17 0.40 103 1 1.11 6.95 3.22 

E 0.99 1.93 222.2 0.21 1.13 0.42 103 1 1.11 7.95 3.90 

Table 6 Summary of correction for 1.03m ice 
thickness

  

ID
V

(m/s)

V(kn

ots)

Hi-actu

al
Fni A F1

Hi-Tar

get
F2 F3 power

power 

Correction

A1.51 2.93 158.5 0.38 1.08 0.61 100 1 1.11 8.02 5.72 

B 1.24 2.41 116.7 0.37 1.08 0.85 100 1 1.11 6.10 6.05 

D 0.44 0.85 227.5 0.09 1.17 0.38 100 1 1.11 6.95 3.11 

E 0.99 1.93 222.2 0.21 1.13 0.41 100 1 1.11 7.95 3.77 

Table 7 Summary of correction for 1.00m ice 
thickness

Table 6과 Table 7을 실선 쇄빙 시험과 모형

시험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그리면 각각의 결과

는 Fig. 9 및 Fig.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sea trial and SI1, SI2 
test at 1.03m ice thickness

그림 10 comparison of sea trial and SI1, 
SI2 test at 1.03m ice thickness

Fig. 9와 Fig. 10은 평탄빙에서의 실선 시운

전 및 모형 시험 결과를 big floe에서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두 그래프 모두 같은 속도를 내

기 위한 출력이 big floe 보다는 평탄빙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big floe에서 빙해역 시운전을 하

여 평탄빙 시운전 및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아라온호의 big floe에서 성능을 알 수 

있었고, 빙해역 시운전 결과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을 정립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1) Fig. 9에 의하면 1.03m 빙 두께에서 쇄빙

연구선 아라온의 big floe 성능과 평탄빙 성능

을 알 수 있으며, 10MW 엔진 출력으로 big 



floe에서 5.4 knots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 Fig. 10에 의하면 1.0m 빙 두께에서 쇄빙

연구선 아라온의 big floe 성능과 평탄빙 성능

을 알 수 있으며, 10MW 엔진 출력으로 big 

floe에서 5.65 knots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라온호의 big floe 성능을 

알 수 있었으나, data의 계측과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과제로는 VDR을 이용한 

빙해역 시운전 계측 및 해석 시스템과 빙 두께 

계측 시스템과 연계하여 선박의 성능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획득하여 모형시험 결과

와 비교를 통해 실선 모형선 상관계수를 찾아낸

다면 수조의 활용과 우수한 쇄빙 선형 연구에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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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저온 고속 인장 실험에 관한 연구 

 
박태윤, 전상배, 전민성 (삼성중공업), 송하철, 김광옥 (목포대학교), 김성찬 (인하공업전문대학) 

 

Study on high-speed tensile test in cryogenic environment 

considering strain rate effect 
 

 

Abstract 

 

In this study, high-speed tensile tests in cryogenic environment for SUS304L and Al5083 are performed considering strain

rate effect. In order to assess effect of cryogenic environment, high-speed tensile tests in room temperature are also 

performed for same materials and conditions. From the results, generally fracture strains of SUS304L are larger than those of

Al5083 in all conditions. For the SUS304L, fracture strains in the room temperature are larger than those in cryogenic

environment. Otherwise, for Al5083, fracture strains in cryogenic environment are larger than those in room temperature. The

effect of strain rate is also assessed for each temperatures and materials. 

 

 

Keywords : High speed material test (고속인장시험), Cryogenic material test(저온인장시험), Strain rate effect(변형률속도효과) 

 

 

1. 서 론 

 

최근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NG를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는 LNG CCS(Cargo Containment System)의 구조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LNG CCS는 1, 2차 방벽 및 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방벽에는 LNG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LNG의 

유동에 의한 슬로싱(sloshing) 하중이 직접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슬로싱 하중은 큰 변형률 속도를 유발하는 충격 

하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적 재료 인장 실험 대신, 고속 재료 인장 

실험을 통해 확보되는 재료 물성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LNG CCS 화물창의 특성상 극저온 환경에서의 재료 인장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동차용 강판에 대해서는 저온 및 

고온에서의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고속 인장 실험이 일부 

수행되어 왔으나(Kim, 2010), 극저온용 재료에 대한 고속 

재료 인장 실험의 경우에는 상온에서의 영향에 대한 연구만 

일부 수행되었을 뿐(Jeong, 2010), 저온에서의 영향은 

고속/저속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다. 

(Park, 2011), 다시 말해, 다양한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저온 

고속 인장 실험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여 

LNG CCS 화물창의 1차 방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Chun, 2009인 SUS304L과 Al5083에 대한 저온/상온, 

동적/정적 재료 인장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LNG CCS 화물창의 1차 방벽에 작용하는 

슬로싱 충격 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 물성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재료 인장 실험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재료 인장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MK-III type LNG CCS 화물창 등 극저온용 구조에 널리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사용되는 SUS304L과 SPB type LNG CCS 화물창에 

사용되는 Al5083 두 가지이다. 이들 재료는 모두 극저온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구조적 안전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으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저온 환경에서 슬로싱 

하중과 같은 큰 변형률 속도를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저온 고속 인장 실험은 아직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재료에 대한 

저온 고속 인장 실험을 수행하여,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의 물성치를 확보하였다. 

 

2.2 실험 장비 및 시편 형상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환경에서의 재료 인장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액화 질소를 사용한 극저온 냉동기를 

장착한 저온 챔버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전체적인 실험 장비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Test machine for cryogenic tensile test  

( ① 50kN Actuator, ② refrigerator, ③ cryogenic chamfer, 

④ displacement controller, ⑤ liquid nitrogen )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두 가지 재료 모두 동일한 

형태이며, 한국산업규격(KS B 0801)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두께는 SUS304L은 약 1.2mm, Al5083은 약 4 mm 의 

시편이 사용되었다. 시편의 형상은 Fig. 2와 같다. 

 

 

Fig. 2 Test specimen shape 

 

재료의 변형률은 시편의 각 구간마다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을 기준으로 변형률을 계측하는가에 

따라 전체적인 변형률 크기의 차이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형률의 불균등한 분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파단 변형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 평행부 50mm영역의 평균 변형률을 기준으로 

재료 물성치를 분석하였다. 

 

2.3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조건은 저온/상온, 동적/정적 

실험 조건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선정되었다. 변형률 

속도의 제어는 보다 편리한 변형 속도 제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변형 속도와 변형률 속도는 양쪽 지그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1 Test conditions 

Temperature Displacement velocity 

293 K 

(Room 

temperature) 

0.002 m/min (static) 

3 m/s, 1 m/s, 0.3 m/s, 0.1 m/s, 0.03 

m/s, 0.003 m/s (dynamic) 

110 K 

(Cryogenic 

temperature) 

0.002 m/min (static) 

3 m/s, 1 m/s, 0.3 m/s, 0.1 m/s, 0.03 

m/s, 0.003 m/s (dynamic)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displacement velocity and 

strain rate 

Displaceme

nt velocity 

(m/s) 

3 1 0.3 0.1 0.03 0.003 

Strain  

rate(/s) 
27.3 9.1 2.73 0.91 0.273 0.027 

 

  



 

3. 실험 결과 

 

3.1 정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SUS304L과 Al5083에 대해 저온/상온 

각각에 대해 정적 재료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행된 

정적 재료 인장 실험의 결과, SUS304L의 경우 상온에서의 

파단 변형률이 저온에서의 파단 변형률 보다 크며, 저온 

영역에서의 실험에서는 항복 이후 2차 경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강도(Ultimate strength)는 

상온보다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실험 결과(Park, 2011)와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l5083의 경우에는 

2차 경화 현상은 없었지만, 저온에서 파단 변형률 및 최종 

강도가 모두 상온에서의 값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두 재료 모두 다른 강종에 

비해 극저온용 구조 재료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Fig. 3~6은 SUS304L과 Al5083 두 재료의 상온 및 

저온에서의 정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이다. 

 

 

Fig. 3 Stress-strain curve of SUS304L for static load 

condition in room temperature (293 K) 

 

 

Fig. 4 Stress-strain curve of SUS304L for static load 

condition in cryogenic temperature (110 K) 

 

 
Fig. 5 Stress-strain curve of Al5083 for static load condition 

in room temperature (293 K) 

 

 

Fig. 6 Stress-strain curve of Al5083 for static load condition 

in cryogenic temperature (110 K) 

 

아래 Table 3은 SUS304L 및 Al5083에 대한 정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를 요약한 결과이다. 

 

Table 3 Tensile test results for static load condition 

Material Temperature 
Fracture 

strain (%) 

Ultimate 

strength (MPa) 

SUS304L 
293 K 67.78 643.3 

110 K 36.93 1321.1 

Al5083 
293 K 23.22 322.1 

110 K 33.32 370.5 

 

3.2 동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SUS304L과 Al5083에 대해 저온/상온 

각각에 대해 동적 재료 인장 실험도 수행하였다. 수행된 

동적 재료 인장 실험의 결과, 두 재료 모두 수행된 실험 

조건 내에서는 변형률 속도가 커질수록 파단 변형률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각 재료별로 살펴보면, 

SUS304L의 경우 수행된 실험 조건 내에서 변형률 속도에 

따라 최대 5% 이상의 파단 변형률 차이가 나타났으며, 

Al5083의 경우에는 최대 9% 이상의 파단 변형률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강도의 경우 변형률 

속도에 따른 경향이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두 재료 모두 슬로싱 하중과 같은 큰 

변형률 속도를 유발하는 충격하중에 대해서는 정적 

하중에서 보다 더 큰 변형이 발생하여야 파단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Fig. 7~10은 SUS304L과 Al5083 두 재료의 상온 

및 저온에서의 동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이다.  

 

 
Fig. 7 Stress-strain curve of SUS304L for dynamic load 

condition in room temperature (293 K) 

 

 

Fig. 8 Stress-strain curve of SUS304L for dynamic load 

condition in cryogenic temperature (110 K) 

 

 
Fig. 9 Stress-strain curve of Al5083 for dynamic load 

condition in room temperature (293 K) 

 

 

Fig. 10 Stress-strain curve of Al5083 for dynamic load 

condition in cryogenic temperature (110 K) 

 

아래 Table 4~5는 SUS304L 및 Al5083에 대한 동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를 요약한 결과이다. 

 

Table 4 Tensile test results of SUS304L for dynamic load 

condition 

Temperature 
Strain rate 

(/s) 

Fracture 

strain (%) 

Ultimate 

strength (MPa) 

293 K 

27.3 58.84 676.4 

9.1 58.28 664.7 

2.73 55.50 653.7 

0.91 56.10 656.6 

0.273 54.48 639.8 

0.027 53.62 568.6 

110 K 

27.3 39.72 1143.1 

9.1 38.60 1101.7 

2.73 37.44 1091.3 

0.91 37.18 1089.6 

0.273 35.12 1112.9 

0.027 34.68 968.1 

 

Table 5 Tensile test results of Al5083 for dynamic load 

condition 

Temperature 
Strain rate 

(/s) 

Fracture 

strain (%) 

Ultimate 

strength (MPa) 

293 K 

27.3 31.40 294.9 

9.1 30.72 291.4 

2.73 26.94 290.7 

0.91 25.42 288.3 

0.273 24.04 291.5 

0.027 22.64 301.5 

110 K 

27.3 37.52 390.5 

9.1 36.88 389.6 

2.73 31.46 378.7 

0.91 33.56 374.5 

0.273 32.70 358.8 

0.027 28.94 354.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 CCS 화물창의 1차 방벽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SUS304L 및 Al5083 두 가지 재료에 대해, 

저온/상온, 동적/정적 재료 인장 실험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두 재료에 대한 정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 

SUS304L은 저온에서는 2차 경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파단 변형률은 상온보다 

작아지지만, 최종 강도는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Al5083의 경우에는 2차 경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에서의 파단 변형률 및 최종 강도가 

상온에서의 값 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두 재료에 대한 동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 두 재료 

모두 공통적으로 수행된 실험 조건 내에서는 변형률 

속도가 증가할수록 파단 변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1), 2)의 결과로부터, LNG CCS 화물창의 1차 방벽에 

슬로싱 하중과 같이 큰 변형률 속도를 동반하는 

충격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온 고속 인장 실험을 통해 

확보한 재료 물성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극저온용 재료에 대한 저온/상온, 

동적/정적 재료 인장 실험 결과는 각 재료를 사용한 LNG 

CCS 화물창의 1차 방벽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재료 물성치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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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용 스테인리스강에 미치는 예비변형률 효과 

 
김정현(부산대학교), 이창훈(부산대학교), 이제명(부산대학교) 

 

 

요 약 

 

Corrugated 304L stainless sheet steels are adopted as a membrane panel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containment

system in order to withstand frequent changes in the thermal conditions during operation. 304L stainless steel is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steel that exhibits nonlinear material behavior, because it undergoes phase

transformation during plastic deformation. Since the TRIP behavior is a very important mechanical characteristic in a

low-temperature environment, significant amounts of data are available in the literature. However, quantitative data on the 

effect of pre-straining on low-temperature mechanical behavior of stainless steel is not available, although corrugated 

sheets are subjected to significant amounts of pre-strain during operation. In this study, tensile tests on pre-strained 304L 

stainless steel have been carried out in a cryogenic environmen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pre-straining on the strength 

and ductility of the material. The strain hardening rate of 304L stainless steel at low temperatur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is also quantitatively evaluated. 

 

Keywords:Pre-strain effect(예비변형률 효과), 304L stainless steel(304L 스테인리스강), Low temperature property(저온특성) 

 

1. 서 론 

 

액화천연가스(LNG)는 -163℃의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액화되어 LNG 탱크의 방열시스템, LNG터미널, 파이프 

시스템으로 저장 및 운반된다. 이러한 LNG관련 구조물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본격화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향되고 

전세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26만m
3
의 초대형 LNG선 수주로 인해 안전성 확보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LNG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되는 LNG선의 경우 

멤브레인 타입의 탱크 시스템이 큰 용적과 경제성으로 인해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이들 중 MARK-III 타입의 

방열시스템이 구조강도의 우수성으로 높은 건조 실적을 

보이고 있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MARK-III 타입의 

LNG선의 내부 방열시스템의 표면은 주름부가 있는 

스테인리스강판이 사용되며 하부에 합판(plywood)과 강화 

폴리우레탄 폼(R-PUF)이 위치하게 된다. 

트리플엑스(triplex)는 LNG선의 2차 방벽으로, R-PUF의 

사이에 놓여져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Fig. 1 The GTT MARK-III type LNGC insulation system 

 

MARK-III 타입의 LNG선의 멤브레인의 경우 극저온 

환경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304L 스테인리스강이 극저온 

환경에서의 우수성으로 인해 1차 방벽의 재료로 사용된다. 

304L 스테인리스강은 대표적인 변태유기소성 (TRIP)강으로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의 인위적인 상변태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이로 인해 다른 금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차경화현상, 항복 · 인장강도 및 인성 · 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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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같은 우수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Lee et al., 2012). 

스테인리스강판은 LNG의 선적/하역시 갑자기 발생하는 

온도차이로 인해 쉽게 수축/팽창 할 수 있도록 프레스가공에 

의해 주름이 있는 형태로 제작된다. 프레스가공 시 가공되지 

않은 평평한 강판이 프레스가공에 의해 주름부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각각의 주름 부에는 서로 

다른 예비변형률이 가해지게 된다. 그 결과, 1차 방벽의 

기계적 거동특성이 평판과는 다른 기계적 거동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금속의 성형과정에서 잔류응력과 소성변형률로 

인해 강도 및 연성이 달라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 Lin, 

2002).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스테인리스강의 온도 및 

변형률속도에 의존한 항복 · 인장강도, 연신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Park et al., 2011), TRIP강의 

예비변형률이 재료의 인장 및 압축, 피로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된바 있다(Robertson et al., 2008). 

그러나 예비변형률의 온도에 따른 재료의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LNG구조시스템의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예비변형률과 기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예비변형률이 

가해진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가공되지 

않은(as-received) 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적용시키므로 정확한 해석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예비변형률에 따른 스테인리스강의 재료물성 데이터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변형률을 고려한 상온/극저온 

인장실험을 통해 예비변형률의 효과를 강도 및 연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의 예비변형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점거리(50mm)를 기준으로 각각의 시편에 

5% - 22%에 이르는 예비변형률을 가하였으며 일정한 

변형률속도(0.00016/s)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시나리오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AL test는 상온(293K)에서 예비변형률을 가한 후 

극저온환경(110K)에서 인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LL test는 

극저온환경에서 예비4변형률을 가한 후 극저온 환경에서 

인장실험을 수행한 시나리오이다. 상온은 코러게이젼의 제작 

온도를 반영하기 위한 환경이며, 극저온은 LNG가 저장 및 

운반되는 환경에 상응하는 온도로 이들 환경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Table. 1 Conditions for the cryogenic tensile test 

Test 

Type 
No. 

Temperature 
Pre-strain 

Pre-strain Re-loading 

As- 

received 

AR-1 293 K 293 K 0% 

AR-2 110 K 110 K 0% 

AL Test 

AL-1 

293 K 

(20 °C) 

110 K 

(-163 °C) 

5% 

AL-2 10% 

AL-3 13% 

AL-4 16% 

AL-5 19% 

AL-6 22% 

LL Test 

LL-1 

110 K 

(-163 °C) 

110 K 

(-163 °C) 

5% 

LL-2 10% 

LL-3 13% 

LL-4 16% 

LL-5 19% 

LL-6 22% 

 

 

Fig. 2 The universal testing machine with the cryogenic chamber 

 

반복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실험 케이스에 대해 

3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2.2 실험 장비 

 

극저온에서의 예비변형률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73K까지 사용이 가능한 극저온 챔버를 만능시험기에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2). 극저온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질소가스를 이용하였으며, 극저온 챔버 

내부에 있는 3개의 온도계를 통해 온도를 유지 및 

제어하였다. 

수행한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극저온용 신율계를 

시편에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한국산업규격(KS B 0801 10)에 따라 제조되었으며, 시편 

내부의 열 평형상태를 고려하기 위해 30분 동안의 예냉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로 인해 도출된 AL test와 LL test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AL test를 보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저온특성인 TRIP거동이 잘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비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의 

증가는 뚜렷하지 않지만, 항복강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동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장강도는 

예비변형률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항복강도는 

예비변형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L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AL결과와는 달리 

항복강도뿐만 아니라 인장강도 또한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L test 결과와는 달리 

연신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A) 

(B) 

Fig. 3 Pre-strain-dependent stress−strain curves of AISI 304L 

obtained from (A) AL test results and (B) LL test results 

 

3.1 항복평행부(yield plateau) 현상 분석 

 

일반적인 응력-변형률 관계에 있어서 항복평행부는 항복 

이후에 불규칙적인 항복 또는 항복점이 길게 늘어진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복응력 이후의 하중을 수반하는 

구조물의 적용에 있어서 재료의 거동에 영향을 주므로 

항복평행부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항복평행부는 소성가공 중 딥드로잉(deep-drawing)의 

공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복잡한 형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표면을 거칠에 하고 

소성변형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Hu, 1983). 

일반적으로 항복평행부의 발생은 재료의 타입, 화학적 구성비, 

열처리에 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들 중 

열처리에 의해 항복평행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변형률과 예비변형온도에 의한 

항복평행부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Fig. 4(A)와 같이 

A점에서 B점에 이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항복평행부의 

길이로 정의하였다.  

Fig. 4(B)를 살펴보면, AL test의 경우에 항복평행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지만 LL test의 경우에는 항복평행부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AL test의 경우 예비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항복평행부의 길이도 이에 비례하여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예비변형률이 5%에서 22%로 증가함에 따라 

항복평행부는 4.3%에서 8.4%까지 증가하였으며 

예비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2) LL 

test의 경우 22% 이전의 예비변형률일 경우 항복평행부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A) 

(B) 

Fig. 4 (A) Pre-strain-dependent yield plateau phenomenon 

and (B) Length of the yield plateau as a function of 

pre-straining 

 

3.2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분석 

 

 

Fig. 5 Effect of the amount of pre-strain on yield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Fig. 5는 AL test와 LL test의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예비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지만, AL test의 인장강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AL test의 경우에 304L 스테인리스강은 항복강도에 

의존한 경향성을 보였으며(최대 62%) 인장강도는 

예비변형률에 의존하여 변하지 않았다.  

LL test의 경우에 304L 스테인리스강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모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복강도는 약 

197%, 인장강도는 약 30%) 

 

3.3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연신율 거동특성 

 

 
Fig. 6 Effect of the amount of pre-strain on elongation 

 

Fig 6은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연신율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AL test의 경우 연신율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LL test의 경우 연신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LL test의 22% 예비변형률을 가한 시편의 경우 

예비변형률을 가하지 않고 110K에서 인장을 가한 시편과 

비교하였을 때 약 47%의 연신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저온에서 예비변형률이 가해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급격히 취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온에서 소성변형을 겪게 되는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 저온에서 반복하중을 받음으로 

인해서 재료가 취화되는 것이다. 

 

 

 

 



3.3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변형률 경화속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스테인리스강의 

거동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식 (1)로 정의되는 

변형률 경화속도(strain gardening rate, θ )를 도입하였다.  

 

p

σ
θ

ε

⎛ ⎞∂
=⎜ ⎟
⎜ ⎟∂⎝ ⎠

       (1) 

 

식 (1)과 같이 정의되는 θ  는 재료의 변형 경화의 진전을 

표현하는 구성방정식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로 

일정한 변형률 속도와 온도에서 변형경화에 대한 

미분형으로 나타낸다(Babich et al., 1977). 저자의 과거 

연구에 있어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저온영역에서 2차경화와 같은 비선형거동을 보였다.  

Fig. 7은 변형률 경화속도와 진변형률의 관계를 보여준다. 

TRIP거동으로 인해 
true

θ ε− 그래프는 비선형 거동을 

보이는데, AL test의 경우에 예비변형률이 증가할수록 

SHR은 증가하였으며 변형률 범위는 거의 일정하였다.  

 

(A) 

(B) 

Fig. 7 Pre-strain-dependent 
true

θ ε−  relationship for AISI 

304L in the case of (A) AL test and (B) LL test 

 

하지만 LL test의 경우에는 예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률 경화속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변형률 범위 또한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변형률 경화속도는 경화의 정도를 

나타내므로(특히 2차 경화와 같은 TRIP), TRIP거동이 

발생하지 않은 LL test의 경우 변형률 경화속도가 감소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예비변형률이 재료의 강도나 

연신율의 거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변형률 경화속도와 

같은 TRIP거동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TRIP메커니즘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변형률 의존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예비변형률에 따라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변형경화율이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AL test의 경우 예비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62%까지 증가하였으며 인장강도는 6%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신율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었다. 

- LL test의 경우 예비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197%나 증가하였으며 인장강도는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예비변형률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취화현상이 가속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 예비변형률이 강도, 연신율, TRIP거동에 영향을 주며 

예비변형률의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yield plateau 또한 304L 

스테인리스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사실도 

밝혔다. Yield plateau와 길이와 예비변형률의 관계는 

예비변형률 의존 TRIP 거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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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충돌하중을 받는 판의 파단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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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s on the fracture of plates 

 subjected to lateral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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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or the impact analysis of marine structures subjected to collisions or groundings it is necessary to employ appropriate

strain and strain rate hardening equations and fracture criterion. In order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various strain

hardening constitutive equations and fracture criteria, drop collision tests are performed on unstiffened plates in this study.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tested models is conducted using the commercial package, ABAQUS. The validity of various 

strain hardening constitutive equations and fracture criteria are substantiated using test and analysis results. 

 

Keywords: Dynamic fracture test(동적 파단 실험), Fracture strain(파단 변형률), Shear fracture (전단 파단), Porosity fracture(기공률 파단) 

 

1. 서 론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에서 발생하는 외부에너지에 의해 

찢김이 일어날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치수와 배치가 

실제 선박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박의 

규정을 만족하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을 건조하는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적인 

방법에 기초한 연구는 그 수가 적어 동적파단에 대한 더 많은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동적 하중이 작용할 경우 수치해석 시에 변형률 경화 

(Strain hardening)와 변형률 속도 경화(Strain rate effect), 

그리고 파단(Failure or fracture)특성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변형률 속도 경화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나 변형률 경화나 파단조건과 관련된 

실험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선박해양구조물에 많이 사용 되는 비보강판을 대상으로 

Cho and Kwon (2008)이 파단실험을 이미 수행하였으나 선형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Cho 

and Park (2010)도 비보강판을 대상으로 Scale effect실험을 

하여 비선형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파단실험이 아니라 충격 후의 소성거동만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강판의 낙하충돌실험을 

수행하여 파단 후 거동을 살펴보았고, 상용 해석프로그램 

ABAQUS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여러 가지 파단조건과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파단 조건 

 

파단은 부재가 외력을 통해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단의 종류에는 연성파괴, 취성파괴, 피로파괴, 

환경파괴로 나눌 수 있다.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는 

대부분 연성 재료(Ductile material)로 분류되며 이러한 

연성재료의 항복부터 파단까지 소성변형 프로세스는 미시적 

관점에서 미소 기공(Void)의 생성(initiation), 성장(growth), 

병합(coalescence)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연성재료 미소 

기공의 생성은 매트릭스(Matrix)라 불리는 강의 주재료에 

혼입된 개재물(inclusions) 또는 2차상 입자(second phase 

particle)가 매트릭스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소기공의 생성은 이미 형성된 기공의 확장을 의미하며, 

병합은 기공이 매우 확장되어 기공간의 연결성이 사라지는 

단계이다. Fig. 1은 이러한 연성재료의 소성 변형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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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id initiation, growth and coalescence 

 in ductile fracture 

 

2.1 상수형 전단 파단 조건 

 

충돌과 좌초 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가 

전단 파단 조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파단의 기준 물리량으로 등가 

소성변형률(ε
p
eq)을 이용한다. 전단파단 모델은 구조물에 누적된 

등가 소성변형률(ε
p
eq)이 재료의 파단변형률 (ε

p
f)에 도달했을 때 

파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식(1)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파단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ε
p
eq ≥ ε

p
f                                                        (1) 

 

하지만 파단변형률(ε
p
f)을 상수로 적용한다면,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른 정수응력의 발달을 고려한 파단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재료임에도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매우 상이한 파단 변형률을 사용하고 있다. 

 

2.2  기공률  파단  조건 

 

기공률 파단 조건은 Mcclitock (1968)의 모델을 발전시킨 Rice 

and Tracey 모델 (1969)와 Gurson 모델 (1977)로 나뉘어 진다. 

Rice and Tracey는 무한한 크기의 물체 안에 하나의 기공을 

고려하였다. 초기의 기공은 구형으로 변형이 일어남에 따라 

타원체로 변형된다. 그리고 강소성 재료거동과 선형 변형경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각 주응력 방향에서 반지름의 변화율을 

식(2)와 같이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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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는 기공의 유효반지름, 
0

R 는 기공의 임계반지름, 

ε
p
eq는 등가 소성변형률, σH는 정수압응력, σY는 항복응력을 

나타낸다. Rice and Tracey는 기공의 유효반지름이 임계반지름에 

도달할 때 파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 응력 상태에 관해 

기공의 성장을 고려하였지만 단일 기공에 기초를 두고 있어 

기공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기공간의 병합을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Gurson은 재료가 연속체처럼 거동한다는 가정에 따라 다기공 

매체내의 소성 유동을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소성변형이 

증가함에 따른 기공의 성장과 이로인한 국소 변형의 발생 및 

재료의 파괴를 기술 할 수 있다. Gurson의 항복함수는 식(3)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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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eq는 von mises응력이고, f는 기공의 체적비율이다. 

Tvergaard (1981)는 Gurson 항복함수가 재료의 파단을 과대평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3개의 재료상수 q1, q2, q3를 식(3)에 

추가하여 수정된 식(4)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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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ergaard and Needleman (1984)는 기공률(f)대신 

유효기공률(f
*
)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식(5)를 GTN (Gurson-  

Tvergaard-Needleman) 항복함수라고 한다. 기공률 항복함수는 

그 물리적 타당성을 인정 받았지만, 많은 재료 상수를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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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c는 임계기공, fu
*
는 최종기공, ff는 파단기공을 나타낸다.  

 

3. 실험 모델 

 

3.1 모델의 치수 

 

충돌 실험을 위해 치수가 800mm X 800mm, 600mm X 

600mm 2가지 경우의 모델을 제작하였다. 모든 모델은 

정사각형 비보강판으로 모델의 형상은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체 모델의 치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2 Geometry of models 

 

Table 1 Dimensions of models 

Model Thickness(mm) A1(mm) A2(mm) 

F-3-1 2.85 800 600 

F-3-2 2.85 800 600 

F-4-1 2.85 1000 800 

F-4-2 3.86 1000 800 

F-4-3 3.86 1000 800 

 

3.2 인장 시험 

 

인장시험용 시편을 JIS(1998)규격 및 KS(1998)규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시험모델의 재료적 

특성인 항복응력(σY)과 탄성계수(E)를 얻기 위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인상시험에서 얻은 응력-변형률을 통해 상당한 

가공경화 현상과 파단 변형률이 약 42%정도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인장시험은 총 2장의 원판에서 각각 인장시편 5개씩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모델과 시험의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Plate 

Number 

σY 

(MPa) 

E 

(GPa) 

σT 

(MPa) 
Model 

Fracture 

strain 

1 270 210 360 F-3-1,2 0.40 

2 265 210 350 F-4-1,2,3 0.42 

 

 

 

4. 충돌 실험 

 

4.1 실험 장치 

 

충돌 실험 장치는 Drop test frame, 충돌체(Rigid striker), 

Stiffened struck plate, 전자석, 자료 처리 장치로 구성된다. 

최대 자유낙하 높이는 3050mm, 충돌체의 중량은 153.3kg 

그리고 전자석의 용량은 1.5 Ton으로 제작하였다. Fig. 3는 낙하 

실험 장치를 보여준다. 

실험에 사용된 충돌체는 Square corn 형상으로 밑변과 높이가 

200mm이고 끝 단의 반경은 6mm이다. Fig. 4는 충돌체의 도면 

형상을 보여준다. 

 

 
Fig. 3 Drop test equipment 

 

 
Fig. 4 Striker shape 

 



4.2 스트레인 계측 

 

실험 시 Strain을 계측하기 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2곳에 부착하였다. 충돌 실험에는 대변형이 수반되므로 

정확한 변형률 값을 측정하기 위해 대변형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는 충돌 예상 위치인 

중앙부분에서 좌우로 각 모델 별 10mm(F-3-1,2), 12mm 

(F-4-1,2), 17mm(F-4-3)까지 떨어진 곳에 Fig. 5와 같이 

부착하였다. Fig. 6은 F-4-1의 스트레인 게이지 계측결과를 

나타낸다.  

 

 
Fig. 5 Locations of strain gages 

 

 

Fig. 6 Data obtained with strain gages 

 

4.3 실험 조건 

 

2가지 모델의 높이를 800, 1000, 1200mm로 변화를 주어 

높이에 따른 모델의 손상을 비교해보았다. 충돌 실험의 

낙하높이와 최종 충돌 속도에 대한 데이터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Striker height and collision velocity for each model 

Model 
Height 

(mm) 

Collision vel. 

(mm/s) 

F-3-1 799 3959 

F-3-2 1004 4438 

F-4-1 807 3979 

F-4-2 1003 4436 

F-4-3 1207 4866 

 

4.4 실험 결과 

  

실험 후 찢어진 부분에 대하여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Table 4에 정리하였다. 먼저 찢어진 부분을 Fig. 7(a)와 같이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찢어짐을 측정하였고 Fig. 7(b)과 같이 

최대변형과 피충돌체가 찢겨 늘어난 길이도 측정하여 

수치해석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F-4-2는 충돌 시 중앙부에서 

많이 빗겨 맞아 늘어난 길이가 다른 모델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a) Front 

 

 

(b) Back 

 

Fig. 7 Measure of deformation length 

 

 

Diagonal length 

Max. deflection 
Elongation 

① ② 



Table 4 Results of experiments 

Model 
Diagonal 

length(mm) 

Elongation 

(mm) 

Max. 

deflection(mm) 

F-3-1 75.4 3.75 45.5 

F-3-2 93.8 5.25 53.5 

F-4-1 38.5 4.00 31.5 

F-4-2 50.9 8.25 33.0 

F-4-3 62.7 4.00 43.5 

 

5. 수치해석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충돌에서의 영구변형의 크기, 

파단의 크기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 강재의 소성 변형률 

경화(Strain hardening), 변형률 속도 경화(Strain rate 

hardening), 파단(Fracture)특성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낙하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범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정확한 해석을 위해 실제 실험의 낙하 위치를 

반영하였으나 충돌체의 편심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재료의 

물성 데이터는 Table 2의 값을 적용하였다. 

 

5.1 정적 경화 구성 방정식 

 

5.1.1 선형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선형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은 식(7)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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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σ0는 항복응력, E는 탄성계수, Eh는 경화계수, ε
p
는 

등가 소성변형률을 나타내며 Eh는 250GPa을 사용하였다. 

 

5.1.2 비선형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비선형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은 Swift식(1952)에서 강도 

계수 대신 항복응력과 항복변형률로 표현한 정준모 

(2008)에서 제시한 식(8)과 GL의 Zhang et al.(2004)이 

제시한 식(9)로 나타내었다. 식(8)에서 소성 경화지수 n의 

값은 인장시험을 통해 구하였고 F-4-1,2,3은 0.15, F-3-1,2 

는 0.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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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0는 항복응력, ε
p
 는 소성 변형률, ε0는 항복변형률, 

n은 소성경화지수를 나타낸다. 식(9)는 인장시험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균일변형률(Ag)과 인장강도(Rm)만으로 진응력 및 

변형률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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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오직 인장강도(Rm)만 알고 있을 경우는 식(10)을 

사용하여 최대균일변형률(Ag)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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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은 인장강도만 이용하여 

재료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엔지니어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a) F-3-1,2 

 

 
(b) F-4-1,2,3 

 

Fig. 8 Applied strain hardening curves 

 

 



5.2 동적 경화 구성 방정식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동적경화 즉, 

변형률 속도 경화(Strain rate hardening)를 고려하기 위해서 

Cowper and symonds의 소성 구성방정식인 식(11)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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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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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기서, σ
d
Y는 동적 항복응력, ε

p
는 등가변형률이고 Dcs, qcs

는 동적계수로 Jones, N(1989)에서 제시한 Dcs=40, qcs=5.0

를 적용하였다. 

 

5.3 파단조건 

 

상수형 전단파단 조건의 경우는 인장시험으로 얻은 

Fracture strain을 사용하였다. (Table 2 참조) 그리고 기공률 

파단 조건의 경우는 실험모델이 일반적인 연강이므로, 

Choung and Cho (2008)와 Choung (2009b)의 조선강재에 

대해 제시한 기공률 파단 조건 재료 상수를 적용하였다. 

(Table 5 참조) 

 

Table 5 Identified material constants 

1
q  

2
q  

3
q  

0
f  

c
f  

f
f  

N
f  

N
ε  

N
s  

1.50 1.00 2.25 0.00 0.05 0.06 0.01 0.3 0.1 

 

5.4 수렴성 검증 

 

 수렴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model F-4-1에서 요소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mesh size를 

줄일수록 요소의 수가 많아져서 더 정확하게 파단의 형상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소크기를 1mm로 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5.5 수치 해석 결과 

 

각각의 실험모델의 상수형 전단파단조건과 기공률 파단 

조건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하였다. Fig. 9는 2가지 조건에 

대한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상수형 전단파단조건일 경우는 

실험과 같이 피충돌체가 찢어져 갈라짐을 구현하였지만 

기공률 파단조건은 찢어졌으나 갈라지지 않았다.  

 
(a) Shear fracture 

 
(b) Porosity fracture 

Fig. 9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model F-4-1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Table 4에서 피충돌체의 찢어진 

대각선 길이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파단의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공률 파단 조건일 경우는 

찢김을 구현하지 못하여 상수형 전단파단조건일 경우에서만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또한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을 선형과 비선형 (Swift, Zhang et al.)을 

적용하여 함께 비교해보았다.  

 

Table 6 Comparison of experimental diagonal length with 

those of analysis results  

      (Unit : mm) 

Model Swift Zhang Linear Exp. 
Xm 

(S) 

Xm 

(Z) 

Xm 

(L) 

F-3-1 39.92 51.74 70.76 75.4 0.53 0.69 0.94 

F-3-2 48.95 65.31 86.11 93.8 0.52 0.70 0.92 

F-4-1 31.63 33.75 53.14 38.5 0.82 0.88 1.38 

F-4-2 40.30 43.12 64.23 50.9 0.79 0.85 1.26 

F-4-3 49.78 52.89 73.29 62.7 0.79 0.84 1.17 



수치해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비선형(Zhang et al.) 소성 

경화구성방정식이 선형 소성경화구성방정식보다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수형 전단파단조건과 기공률 파단조건에 대하여 수치 

해석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피충돌체의 찢긴 부분의 최대 

변형값을 사용하였다. Fig. 10은 F-4-1의 최대 찢어진 부분 

에서 시간에 따른 변형형상을 나타낸다. 이것으로 최대변형 

후 영구변형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Deflection history 

 

Table 7과 8은 피충돌체의 최대 변형지점에서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을 다르게 하여 상수형 전단파단조건과 기공률 

파단조건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7 Numerical analysis results with shear fracture model 

 (Unit : mm) 

Model Swift Zhang Linear Exp. 
Xm 

(S) 

Xm 

(Z) 

Xm 

(L) 

F-3-1 34.37 38.55 45.46 45.2 0.76 0.85 1.01 

F-3-2 38.60 43.28 51.70 51.0 0.76 0.85 1.01 

F-4-1 31.43 32.82 39.31 29.8 1.05 1.10 1.32 

F-4-2 36.76 37.00 45.33 34.8 1.06 1.06 1.30 

F-4-3 39.37 41.14 48.48 42.4 0.93 0.97 1.14 

 

Table 8 Numerical analysis results with porous plasticity model 

 (Unit : mm) 

Model Swift Zhang Linear Exp. 
Xm 

(S) 

Xm 

(Z) 

Xm 

(L) 

F-3-1 33.92 35.82 38.09 45.2 0.75 0.79 0.84 

F-3-2 38.65 38.04 41.77 51.0 0.76 0.75 0.82 

F-4-1 30.65 31.41 34.59 29.8 1.03 1.05 1.16 

F-4-2 34.45 34.81 36.62 34.8 0.99 1.00 1.05 

F-4-3 36.83 37.26 38.96 42.4 0.87 0.88 0.92 

 

 

상수형 전단파단조건과 기공률 파단조건에 대하여 

비교해보면 2가지 조건에 대한 오차보다 model의 두께에 

따른 오차가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충돌하중을 받는 비보강판의 동적 

파단실험을 통해 파단에 대한 거동을 살펴보았고, 상용 

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여러 파단기준을 

검증해보았다. 소성 변형률 경화에서는 선형과 비선형(Swift, 

Zhang et al.) 소성경화구성방정식을 사용하여 비교해보았고, 

비선형(Zhang et al.) 소성 경화구성방정식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파단 기준으로는 상수형 전단파단조건과 기공률 

파단조건을 적용해보았다. 

상수형 전단파단조건은 파단 변형률만을 필요하므로 

사용하기 편리하나 파단 변형률을 상수로 적용하면,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른 정수압 응력의 발달을 고려한 파단을 

예측할 수 없다. 반면에 기공률 파단조건은 많은 재료상수를 

필요로 하나 물리적 타당성으로 인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파단조건에 따른 오차보다 model의 두께에 따른 

오차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합한 소성경화 

구성방정식과 파단조건을 검증하기에 앞서 요소크기와 

파단기준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요소의 

크기에 따라 평균응력의 크기가 달라져 파단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아도 파단변형률을 

요소의 감소 두께의 함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연구가 많다.  

추가적으로는 square corn 형상 이외에 striker의 형상을 

바꾸어 다양한 형태의 파단에 대한 실험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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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형상을 고려한 응력확대계수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오동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명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요 약 

 

Recently, large welded structures, including ship and offshore structure, are in operation under cyclic fatigue loadings. These cyclic 

fatigue loading is induced fatigue crack as well as brittle fracture of low temperature environment. So, this paper presents measurement 

for Stress Intensity Factor (SIF) caused by fatigue crack propagation using Micro Fiber Composite (MFC) sensors. MFC sensors have 

strength that they are more flexible, durable and reliable than other smart materials. MFC sensor for the measurement of stress intensity 

factor of inclined cracks induced in a structure is developed. Two MFC sensors are placed close to each other near the crack tip. The

SIFs of Mode Ⅰ(KⅠ) as well as that of Mode Ⅱ(KⅡ) based on the piezoelectric constitutive law and fracture mechanics are calculated. 

In this study, the SIFs values measured by MFC sensors are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results and measured values. 

 

Keywords : Fatigue crack, MFC sensor, SIF(Stress Intensity factor), LEFM(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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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의 러더 스케그와 인접구조에 대한 피로 평가 

 
전상배, 김지영, 한상민, 김봉재, 장기복, 서용석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요 약 

 

In the present paper, fatigue analysis for the rudder skeg and its adjacent hull structure of container vessel is performed. 

The variation load on rudder skeg happens due to change of rudder angle. The problem, however, is difficult to estimate

fatigue load and number of load cycles. In this paper, the measurement data of rudder angle is used for estimating number

of load cycles. Voyage routes are European route and transpacific route. The measurement duration is 9 months. The loads 

on rudder for each rudder angle are calculated with CFD. The fatigue damage is calculated considered changing rudder

angle changes, and total accumulated fatigue damage is obtained on basis of the Palmgrens-Miner rule, assuming linear 

cumulative damage. 

 

Keywords: Fatigue Analysis(피로 해석), Rudder Skeg(러더 스케그), Container Vessel(컨테이너선) 

 

1. 서 론 

 

최근 대형 컨테이너로의 개발이 가속화가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추진 장치 및 조정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 장치의 용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설계 때문에 프로펠러 

의하여 러더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성능을 만족하더라도 추진 장치와 이와 관련된 

구조의 확보 없이는 적용이 불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 건조하였던 호선을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러더 스케그와 인접구조를 검증하고 특히, 피로 평가 시 

보다 실질적이고 신뢰성있는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강도 해석 

 

2.1 모델링 

 

강도 해석을 위한 모델링 범위는 경계 조건에 의한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충분하게 확장하였고 1-D beam 

요소, shell 요소, 3-D solid(Forging steel)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요소 크기는 주로 보고자 하는 부위, 즉 

러더 스케그와 인접구조 주변은 약 100mm x 100mm 정도의 

요소 크기로 Fig. 1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Fig. 1 F.E. model of rudder skeg and its adjacent hul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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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물성과 허용 응력 

 

본 해석에 사용된 재료 물성은 Table 1과 같이 해당 

구조의 물성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러더 스케그와 인접 

구조 해석 결과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허용 응력은 호선의 

선급 룰(Rule)에 따라 Table 2 및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Young’s modulus, E Yield stress Poisson’s ratio 

Mild steel 

206000MPa 

235MPa 

0.3 HT32 315MPa 

Forging steel 360MPa 

 

Equivalent stress (seqv) : 190/k N/mm
2
 

 

여기에서, k는 재료상수. 

 

Table 2 Allowable stress 

Material Yield stress k von-Mises stress 

Mild steel 235MPa 1 190.0MPa 

HT32 315MPa 0.78 243.6MPa 

Forging steel 360MPa 0.72 263.9MPa 

 

2.3 하중 및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은 운항 시 러더 스케그의 기본 타 각인 0˚와 

최대 타 각인 35˚에 따른 각 각의 bearing 하중을 Fig. 2와 

같이 해당 방향에 적용하였고 하중의 크기는 선급 룰에 따라 

계산하여 upper bearing 중심과 neck bearing 중심에 Fig. 

3와 같이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Fig. 4와 같이 운항 

조건에 맞는 정수압을 동시에 반영하였다. 

 

 

Fig. 2 Definition of rudder force 

 
< Rudder angle 0° > 

 
< Rudder angle 35° > 

Fig. 3 The loading conditions according to rudder angle 

 

 

Fig. 4 Hydrostatic pressure applied to F.E. Model 

 

그리고 경계조건은 Fig. 5와 같이 생략된 구조 모델 

경계에 All Fixed로 구속하였다. 

 



 

Fig. 5 Boundary condition 

 

2.4 강도 해석 결과 

 

러더 스케그와 인접구조의 강도 평가를 위해 상기에 

언급된 러더 각에 따른 하중과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요약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하중조건에 따른 최대 

응력은 각 재료에 따른 허용 응력을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g. 6, Fig. 7과 같이 최대 응력은 러더 각 

0°와 35° 모두 선저부와 러더 스케그의 연결 부에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에 따라서 러더 스케그와 인접구조 모두 구조 

강도상 안전하다고 판단 된다. 

 

Table 3 Summary of results of strength analysis 

Rudder 

angle 

Element 

type 
Material 

Max. von-Mises 

stress 
Allowable stress 

0° 
Shell 

HT32 202MPa 243.6MPa 

Mild 183MPa 190.0MPa 

Solid Forging 119MPa 263.9MPa 

35° 
Shell 

HT32 170MPa 243.6MPa 

Mild 166MPa 190.0MPa 

Solid Forging 109MPa 263.9MPa 

 

3. 피로 해석 

 

3.1 모델링 

 

피로해석에 앞서 피로 취약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 

조건 중 가장 큰 응력이 확인 되는 0°에 대해서 screening 

 

Fig. 6 Stress distribution of skeg and hull structure under 

rudder angle 0° 

 

 

Fig. 7 Stress distribution of skeg and hull structure under 

rudder angle 35° 

 

해석을 수행하였고 Fig. 8과 같이 러더 스케그와 Fr.0, 선저 

연결부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해당 취약부에 Fig. 9와 같이 t x t 크기의 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2 하중 및 경계 조건 

 

피로 해석에 대한 하중 조건은 운항 조건에 따른 러더 타 

각의 변화 하중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타 각의 변화 

하중이란 기준 타 각인 0°에서 변화된 각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하중(응력)을 말한다. 

타 각의 대한 하중은 삼성중공업 대덕선박연구센타에서 

계산하였고(Han.J.M, et al., 2001). 프로펠러의 유체흐름에 

의한 러더 회전 각에 따른 반응 하중에서 upper bearing과 

neck bearing에서의 하중으로 변환하였다. 



피로 해석에 적용된 경계 조건은 강도 해석시 사용된 

경계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8 (a) Distribution of Maximum principal stress 

 

 

Fig. 8 (b) Distribution of Minimum principal stress 

 

 

Fig. 9 F.E. model of rudder skeg and its adjacent hull 

structure 

3.3 러더 회전 사이클 

 

러더 타 각의 회전 사이클(발생 빈도)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10와 같은 유사 선종의 European route와 transpacific 

route에 대한 실제 운항 데이터를 분석 하였고(Yu.H., et al., 

2006) 그 예로써 Fig. 11에서 실제 운항 계측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발현 빈도가 높은 총 6가지 러더 각의 

변화, 즉 0°~1°, 0°~3°, 0°~5°, 0°~7°, 0°~9° 그리고 

0°~11°에 대하여 분석하여 피로 요구 수명인 25년에 대한 

사이클로 계산 하였다. 

 

 
Fig. 10 Voyage history 

 

 
Fig. 11 Recorded data of rudder rotation angle 

 

3.4 피로 수명 계산 

 

피로 수명 계산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iner’s 

rule을 이용하였다. S-N curves parameter는 Table 4와 같이 

해당 선급 값을 적용하였고 아래 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Log N = Log Khs – m’Log(△S) 

 

여기서,  

N : the number of cycles to failure at stress range △S 

Log Khs : the intercept of the hot spot S-N curves on the 

Log N-axis 

△S : the hot spot stress range obtained using the FE 

analysis procedure 

m’ : the negative slope of the S-N curve 



Table 4 S-N curve parameters 

 
Log Khs m’ 

N≤10
7
 N>10

7
 N≤10

7
 N>10

7
 

Fillet weld 12.20 15.66 3 5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산한 러더 회전 각에 따른 upper 

bearing과 neck bearing에서의 하중을 적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타 변화에 대한 stress range를 얻어 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Table 5와 같이 피로 수명을 계산하였다. 

 

Table 5 S-N curve parameters 

Angle 

range 

△S 

[MPa] 

N 

[cycle] 
Log Khs M 

D 

damage ratio 

Fatigue 

life 

[Years] 

0°~1° 13.1 5.36E07 15.66 5 0.0045 

0°~3° 19.1 2.53E06 12.20 3 0.0111 

0°~5° 26.4 1.21E06 12.20 3 0.0141 

0°~7° 32.9 6.28E05 12.20 3 0.0141 

0°~9° 43.9 4.06E05 12.20 3 0.0217 

0°~11° 54.7 3.27E05 12.20 3 0.0338 

Total 0.0992 252 

 

상기 결과에 따르면 러더 스케그와 인접 구조의 최소 

피로 수명은 252년으로 요구 피로 수명인 25년을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러더 스케그와 인접 

구조의 피로 강도 측면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선의 러더 타 각에 따라 발생하는 

하중에 대하여 러더 스케그와 인접 구조의 강도 및 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구조 문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강도 평가는 선급 

룰에 따라 하중을 분석하여 타 각에 따른 방향으로 upper 

bearing 중심과 neck bearing 중심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로 확인 된 최대 응력(202MPa)은 허용 

응력(243.6MPa)을 만족하여 강도를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러더 스케그와 인접 구조의 피로 평가는 운항 조건에 

따른 러더 타 각의 변화 하중을 적용하였고, 적용한 하중은 

러더 각(angle) 별 프로펠러의 유체 흐름에 따른 추진기와 

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수치계산법을 이용하여 upper 

bearing과 neck bearing에서 작용하는 하중으로 변환하여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였다. 상기에서 언급한 추진기와 

러더의 상호 작용에 대한 수치계산의 하중 값은 삼성중공업 

대덕선박연구센타에서 단순 수치 계산뿐만 아니라 모형시험 

결과를 병행하여 유체역학적 문제를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얻어 낸 결과이다. 

그리고 피로 수명 계산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운항 

조건에 따른 러더 각의 발현 빈도를 유사 선종의 일정기간 

동안 계측된 실제 운항 데이터를 분석 및 사용하여 보다 

신빙성 있는 확률을 반영하였다. 

 

위의 방법에 따라 강도 평가 시 선급 룰을 통하여 안정된 

계산을 수행하였고 피로 평가 시 적용된 하중 및 확률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컨테이너선의 러더 스케그와 인접 

구조의 피로 평가에 적용 후 피로 수명을 예측하여 선미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선급 룰을 

기반으로 더 많은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 및 평가를 통하여 

구조 최적화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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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한 블록 Lifting Lug의 Padeye Hole 강도 평가 및 Lug 

구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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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체 블록 등의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리프팅 러그의 경우 padeye hole의 강도가 전체적인 구조 안전성에

중요한 평가 인자가 된다. 하지만 러그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계 기준이 있는 반면에 padeye hole의

국부적인 변형 및 안전성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샤클핀과 러그 홀의 직경차이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러그 홀의

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 된 pad plate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인장 실험과 비선형 정적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Keywords:Lifting Lug(리프팅 러그), Hertz Contact Stress(헤르츠 접촉응력), pad plate(덧판), Nonlinear FE Analysis(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1. 서 론 

 두 물체가 접촉하여 하중을 받는 경우 접촉 부분이 

변형되어 접촉면이 형성된다. 생성된 접촉면에서의 

압력은 Fig.1에서와 같이 중심에서 최대이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작아지며 이와 같은 압력 분포를 Hertz Contact 

Stress 라고 한다. 

 
Fig. 1 The concept of Hertz contact stress 

 

러그와 샤클핀을 이용하여 리프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와 같은 압력 분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항복점 이하의 하중에서 국부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Hertz Contact에 의한 padeye hole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실험 모델에 대한 Shear/Contact 

Limit State 및 Hertz Contact Stress 정의를 위한 주요 

인자를 계산 하였다. 또한 padeye hole의 인장 실험과 FE 

해석을 통하여 pad plate의 설치 유무와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 차이가 러그의 구조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 실험 개요 

Pad plate의 설치 유무가 padeye hole의 구조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2와 같이 pad plate 

설치 유무에 따라 두 종류의 시편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2 Lifting lug for experiment 

또한 샤클핀과 padeye hole의 직경 차이에 의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pad plate 설치 / 미 설치 모델에 대하여 

각각 60mm, 62mm, 65mm의 hole 직경을 갖는 시편을 

준비하였으며, 샤클핀의 직경은 57.2mm로 일정하게 

사용하였다. pad plate의 설치 유무에 따라 2종류, hole 

직경에 따라 3종류로 시편을 구성하여 총 6 종류의 시편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편의 종류는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시편의 형상은 Fig. 3과 같다. 

Table 1 Type of specimens 

oo65 mm

oo62 mm

oo60 mm

Padeye

Hole 직경

Pad Plate 미설치Pad Plate 설치

oo65 mm

oo62 mm

oo60 mm

Padeye

Hole 직경

Pad Plate 미설치Pad Plate 설치

 

 

Φ=60, 62, 65

 
Fig. 3 Dimension of specimen 

총 6개의 시편에 대하여 Fig. 4와 같이 UTM을 이용하여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시편의 실험 결과는 Fig. 5와 

같고 Yield Stress는 300MPa이다. 실험 결과를 통해 Hertz 

Contact Limit State를 계산하고 유한요소 해석 시 재료 

비선형성을 반영하는데 이용하였다. 

 
Fig. 4 Lifting test with UTM  

 
Fig. 5 The result of material test 

Hertz Contact Stress에 의한 설계 기준은 Shear Stress와 

Contact Stress에 의해 결정 되며 식 (1), (2)에 의하여 결정 

된다. 

]/[9003*
2

)( mmNyContactallow ==σσ              (1) 

]/[2.1733/
2

)( mmNyShearallow ==σσ              (2) 

Hertz Contact에 의한 최대 Contact Stress 및 Shear 

Stress는 각각 식 (3),(4)와 같이 정의된다.  

bt

P

c

π

σ

2

(max) =                                                (3) 

(max)(max) 3.0
c

στ ⋅=                                        (4) 

여기서 P는 작용 하중, b는 Contact breadth, t는 시편의 

두께를 의미한다. 각 시편의 Contact/Shear Limit State는 Table 

2에서 정리하였다. 

Table 2 Limit state of each specimen 

작용 하중 [kN] 작용 하중 [ton] 작용 하중 [kN] 작용 하중 [ton]

60 mm 84.40 8.60 200.90 20.50

62 mm 49.10 5.00 122.60 12.50

65 mm 32.40 3.30 78.50 8.00

PAD PLATE Thickness = 15 mm

D
Hert. Contact_ Shear Stress Hert. Contact_ Contact Stress

 

 

각 시편에 해당 SLS(Shear Limit State)를 적용한 후, 

연속적으로 CLS(Contact Limit State)를 적용한 후 padeye 

hole의 형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식 (3)의 Contact breadth(b)의 경우 식 (5)와 같이 정리된다. 

Et
b

π

ν )1Pr(8 2

2 −

=                                          (5) 

식 (5)에서 r은 Equivalent radius로 식 (6)과 같이 정리 된다. 

12

21

rr

rr

r

−

=                                                  (6) 

식 (6)에서 r2는 padeye hole의 직경을 의미하고, r1은 

샤클핀의 직경을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하중에서 Hertz Contact Stress는 러그의 두께와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차이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자들의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3. Pad plate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 
 2장의 식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padeye hole과 

샤클핀이 접하는 폭인 Contact Breadth를 결정할 때 

접촉면의 두께가 중요한 인자가 된다. 하지만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pad plate를 부착해도 접촉면의 두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pad plate 부착이 

padeye hole의 국부적인 변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본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pad plate 설치 유무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1 Pad plate 설치에 따른 padeye hole의 

강성(Stiffness) 비교 

PadPlate 설치에 따라 padeye hole의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시편의 인장 방향의 변위를 

측정하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PAD PLATE 하중 [kN]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하중 작용 전

변형량 [mm]
변형량 [mm] 강성[kN/mm]

w/o 84.40 0.90 0.00 0.90 93.78

w/ 84.40 0.69 0.00 0.69 122.32

Shear Limit State

PAD PLATE 하중 [kN]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하중 작용 전

변형량 [mm]
변형량 [mm] 강성[kN/mm]

w/o 200.90 1.01 0.90 0.11 1059.09

w/ 200.90 0.75 0.69 0.06 1941.67

Contact Limit State

D=60mm 부하 중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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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iffness of 60 mm diameter padeye hole 

PAD PLATE 하중 [kN]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하중 작용 전

변형량 [mm]
변형량 [mm] 강성[kN/mm]

w/o 49.10 0.38 0.00 0.38 129.21

w/ 49.10 0.16 0.00 0.16 306.88

Shear Limit State

PAD PLATE 하중 [kN]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하중 작용 전

변형량 [mm]
변형량 [mm] 강성[kN/mm]

w/o 122.60 0.81 0.38 0.43 170.93

w/ 122.60 0.27 0.16 0.11 668.18

Contact Limi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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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iffness of 62 mm diameter padeye hole 

PAD PLATE 하중 [kN]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변형량 [mm] 강성[kN/mm]

w/o 32.40 0.41 0.00 0.41 79.02

w/ 32.40 0.15 0.00 0.15 216.00

Shear Limit State

PAD PLATE 하중 [kN]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하중 작용 후

변형량 [mm]
변형량 [mm] 강성[kN/mm]

w/o 78.50 0.71 0.41 0.30 153.67

w/ 78.50 0.33 0.15 0.18 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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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5mm 부하 중 변형량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1 2 3 4 5 6 7 8

변위 [mm]

하
중
 [
k
N
]

Without PAD PLATE

With PAD PLATE

Contact Limit State = 78.5 kN

Shear Limit State = 32.4 kN

측정오류로고려하여그래프의

경향성을따른다고간주

 
Fig. 8 Stiffness of 65 mm diameter padeye hole 

Fig. 6,7,8을 정리하면 Fig. 9,10과 같다. 

Shear Limit State에서의 PAD PLATE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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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iffness of padeye kole under SLS 

Contact Limit State에서의 PAD PLATE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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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iffness of padeye hole under CLS 

Fig. 9,10에서와 같이 총 6개의 실험 Case 모두에서 pad 

plate 설치에 따라 Stiffness가 1.3에서 3.9배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ad plate 설치에 따라 padeye 

hole의 강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3.2 Pad plate 설치에 따른 padeye hole의 Strain 비교 

Hertz Contact에 의한 Limit State의 경우 탄성 영역 내의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식 (7)과 같이 총 변형량은 탄성 

변형량과 소성 변형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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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부하 중 변형량과 부하 제거 후의 소성 

변형량을 측정하여 pad plate 설치가 padeye hole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하 중 변위 Strain (εt) 무 부하 중 변위 Strain (εp)

PAD PLATE 삭제의 경우 0.9 1.51E-02 0.27 4.52E-03

PAD PLATE 설치의 경우 0.69 1.16E-02 0.04 6.71E-04

Shear Limit State

PAD PLATE 삭제의 경우 (D=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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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rain of 60 mm diameter padeye hole under SLS 

PAD PLATE 설치의 경우 (D=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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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중 변위 Strain (εt) 무 부하 중 변위 Strain (εp)

PAD PLATE 삭제의 경우 1.01 1.69E-02 0.45 7.54E-03

PAD PLATE 설치의 경우 0.75 1.26E-02 0.15 2.52E-03

Contact Limit State

 

Fig. 12 Strain of 60 mm diameter padeye hole under CLS 

부하 중 변위 Strain (εt) 무 부하 중 변위 Strain (εp)

PAD PLATE 삭제의 경우 0.38 6.16E-03 0.3 4.86E-03

PAD PLATE 설치의 경우 0.16 2.61E-03 0 0.00E+00

Shear Limit State

PAD PLATE 삭제의 경우 (D=6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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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rain of 62 mm diameter padeye hole under SLS 

부하 중 변위 Strain (εt) 무 부하 중 변위 Strain (εp)

PAD PLATE 삭제의 경우 0.81 1.31E-02 0.46 7.46E-03

PAD PLATE 설치의 경우 0.27 4.41E-03 0.17 2.78E-03

Contact Limit State

PAD PLATE 설치의 경우 (D=6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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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train of 62 mm diameter padeye hole under CLS 

PAD PLATE 삭제의 경우 (D=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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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중 변위 Strain (εt) 무 부하 중 변위 Strain (εp)

PAD PLATE 삭제의 경우 0.41 6.40E-03 0.04 6.24E-04

PAD PLATE 설치의 경우 0.15 2.35E-03 0.05 7.83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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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train of 65 mm diameter padeye hole under SLS 



PAD PLATE 설치의 경우 (D=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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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중 변위 Strain (εt) 무 부하 중 변위 Strain (εp)

PAD PLATE 삭제의 경우 0.71 1.11E-02 0.19 2.96E-03

PAD PLATE 설치의 경우 0.33 5.17E-03 0.06 9.40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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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train of 65 mm diameter padeye hole under CLS 

Fig. 11~16을 정리하면 Fig. 17, Fig.18과 같다. 

Shear Limit Strain에서의 Strain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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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lastic/Plastic strain of padeye hole under SLS 

Contact Limit State : 200.9kN (D=60mm), 122.6kN (D=62mm), 78.5kN (D=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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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lastic/Plastic strain of padeye hole under CLS 

Fig. 17,18에서와 같이 총 6개의 실험 Case 모두에서 

pad plate 설치에 따라 총 변형량 및 소성 변형량이 1.3~ 

2.98배까지 감소되며, 이는 pad plate의 설치 시 강성이 

커져서 길이 변화에 따른 소성 변형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pad plate가 설치되어도 Hertz 

Contact Stress에 의한 구조적인 영향이 없지만, 실험을 

통해서 pad plate 설치에 따라 padeye hole 주변의 강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부적인 소성변형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 차이에 

의한 영향 
2장의 식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 차이가 Hertz Contact Stress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본 장에서는 계산을 통해서 직경 차이가 Hertz Contact를 

결장하는 주요인자인 Equivalent Radius, Contact Breadth, 

SLS, CL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 후, 실험을 

통해서 직경 차이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4.1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차이에 의한 Hertz 

Contact Stress의 주요 인자 평가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차이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샤클핀의 직경은 실험과 동일하게 57mm로 

고정하고 padeye hole의 직경을 57mm에서 65mm까지 

증가시켜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19는 직경 차이에 

의한 Equivalent Stress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R2는 

padeye hole의 직경을 R1은 샤클핀의 직경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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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Equivalent radiu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diameter 

 Fig. 20에서는 Table 2에서 정의한 Limit State를 적용하였을 

때 직경 차이에 의한 Contact Breadth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 하였다. 
Contact brea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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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ntact Breadth according to the difference 

diameter under each limit state 

2장의 식 (1) Hertz Contact에 의한 Contact stress의 허용 



응력은 900MPa이다. Fig. 21에서는 Table 2에서 정의한 

Contact Limit State를 적용하였을 때 직경 차이에 따른 

Contact Stress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Contact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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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ntact stres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diameter 

Fig. 22에서는 Table 2에서 정의한 Shear Limit State를 

적용하였을 때 직경 차이에 따른 Shear Stress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식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rtz Contact에 

의한 Shear Stress의 허용응력은 173.2MP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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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hear stres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diameter 

Fig. 21, 22에서와 같이 같은 하중이 작용하여도 직경 

차이가 클수록 더 큰 stress가 발생하여 padeye hole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2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차이에 의한 padeye 

hole의 강성(Stiffness) 비교 

  Padeye hole의 직경과 샤클핀의 직경 차이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경 별로 3종류의 시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시편의 Contact Limit State에서의 강성을 비교하여 

구조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Fig.23 에서 pad plate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padeye 

hole의 직경 별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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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tiffness of padeye hol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diameter (w/o pad plate) 

Fig.24 에서 pad plate를 설치한 경우에 padeye hole의 

직경 별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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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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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atio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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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ation [mm]

(Contact Limit State)
변형량 [mm] 강성[kN/mm]

60 mm 84.40 200.90 0.69 0.75 0.06 1941.67

62 mm 49.10 122.60 0.16 0.27 0.11 668.18

65 mm 32.40 78.50 0.15 0.33 0.18 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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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tiffness of padeye hol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diameter (w/ pad plate) 

각각의 Limit State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단순 변형량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인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시편의 강성을 비교하였다. 

 Fig. 23, 2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pad plate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샤클핀과 직경 차이가 가장 작은 직경 60mm 

padeye hole이 가장 큰 강성을 갖고 직경차이가 가장 큰 

65mm에서 가장 작은 강성을 갖는다. 

 본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경차이가 작을수록 Hertz 

Contact에 의한 Shear/Contact Stress가 감소하고, 강성이 

증가하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FE 해석을 통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수행 한 모델의 stress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E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5.1 해석 모델 및 재료 물성치 

모델의 형상은 Fig. 25와 같이 실험 모델과 동일하며 



직경에 따라 3개의 모델, pad plate 설치 유무에 따라 2개의 

모델로 총 6개의 모델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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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FE model 

경계 조건은 실험과 동일하게 Lifting Lug의 하단을 완전 

구속하였으며 샤클핀 끝 면에 Table 2에서 정리한 각 

padeye hole 직경에 맞는 Limit State를 수직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재료 물성치는 실험 전 수행한 인장 실험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Material properties 

Liftting Lug Shackle Pin

Elastic modulus 206,000 N/mm
2

206,000 N/mm
2

Yield Stress 300 N/mm
2

10,000 N/mm
2

Poisson's ratio 0.3 0.3

Strain hardening Perfetc Plasticity  
본 연구는 padeye hole과 샤클핀이 접촉에 의한 국부적인 

영역의 소성 변형이 Lifting Lug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Stress-Strain 

Curve를 Bilinear isotropic property를 적용하여 재료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구조물의 대변형에 의한 

기하학적 비선형 거동 및 접촉에 의한 상태 변화 비선형을 

고려한 비선형 구조해석을 ANSYS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5.2 pad plate 설치 유무의 영향 

 총 6개의 시편의 각각의 SLS와 CLS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26, 27에서는 

60mm padeye hole의 해당 CLS인 200.9kN을 적용하였을 

때의 Equivalent Stre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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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tress contour of 60mm padeye hole under CLS   

(w/o pa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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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Stress contour of 60mm padeye hole under CLS    

(w/ pad plate) 

 직경 62mm, 65mm의 padeye hole에서도 값은 다르지만 

Fig. 25, 26에서와 같은 형태의 stress contour를 갖는다. 

 Fig. 28, 29에서 SLS와 CLS를 적용하였을 때 60mm 

padeye hole의 변형정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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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Deformation of 60mm padeye hole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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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Deformation of 60mm padeye hole under CLS 

Fig. 30, 31에서 SLS와 CLS를 적용하였을 때 60mm 

padeye hole의 Equivalent Stress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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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Equivalent Stress of 60mm padeye hole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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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quivalent Stress of 60mm padeye hole under CLS 

Fig. 32, 33에서 SLS와 CLS를 적용하였을 때 62mm 

padeye hole의 Deformation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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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Deformation of 62mm padeye hole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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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Deformation of 62mm padeye hole under CLS 

Fig. 34, 35에서 SLS와 CLS를 적용하였을 때 62mm 

padeye hole의 Equivalent Stress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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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quivalent Stress of 62mm padeye hole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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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quivalent Stress of 62mm padeye hole under CLS 

Fig. 36, 37에서 SLS와 CLS를 적용하였을 때 65mm 

padeye hole의 Deformation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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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Deformation of 62mm padeye hole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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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Deformation of 62mm padeye hole under CLS 

Fig. 38, 39에서 SLS와 CLS를 적용하였을 때 65mm 

padeye hole의 Equivalent Stress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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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Equivalent Stress of 65mm padeye hole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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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Equivalent Stress of 65mm padeye hole under CLS 

Fig. 28~39에서와 같이 pad plate의 설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하중에서 항복점에 도달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같은 하중에서 pad plate를 설치함에 따라 변형도 더 

적게 일어 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pad plate 

설치가 Lifting Lug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3 직경 차이에 의한 영향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샤클핀과 padeye hole의 직경 

차이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해석 모델의 

Deformation과 Equivalent를 비교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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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Deformation of padeye hol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diameter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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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Deformation of padeye hol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diameter under CLS 

Fig. 40, 41은 각 모델에 해당 SLS 및 CLS를 적용하였을 

때의 Deformation이다. Fig. 40, 41 에서와 같이 직경 차이가 

커질수록 변형이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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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Equivalent Stress of padeye hol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diameter under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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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Equivalent Stress of padeye hol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diameter under CLS 

Fig. 42, 43는 각 모델에 해당 SLS 및 CLS를 적용하였을 

때의 Equivalent stress이다. Fig. 42, 4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경차이가 커질수록 항복점에 상대적으로 작은 하중에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를 통해서 직경 

차이가 커지면 항복점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Lifting Lug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fting Lug의 padeye hole의 Hertz 

Contact에 의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UTM을 

이용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서는 Shear에 

대한 하중(SLS: Shear Limit State)와 Contact Stress에 대한 

하중(CLS: Contact Limit State)를 구분하여 padeye hole의 

형상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LS 및 CLS에서의 padeye hole의 형상 변화는 

미비하였다. 

2) 일반적으로 Hertz Contact 평가 시 pad plate의 

설치 유무는 고려되지 않지만 시험 결과 padeye 

hole의 형상 변화에 영향이 크며, 전체적인 

강성에도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padeye hole과 샤클핀의 직경차이가 클수록 hole의 

강성이 감소하며, Contact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 

4) 실험 시편에 대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 결과 pad plate 설치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항복점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샤클핀과 padeye hole의 직경차이의 영향에 대하여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직경 차이가 

작을수록 항복점에 도달하는 하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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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 판 두께의 변화에 따른 유공판 주위 보강효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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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은 다양한 형태의 판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판 구조물이다. 선체를 구성하는 판 중에서 작업자 및 파이프 배관의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선체 중량 경감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공이 존재함으로써 유공주위에

국부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되어 선체 전체의 좌굴 강도 뿐만 아니라 최종 강도 역시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감소한

강도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현재 야드에서는 유공 주위에 국부적 보강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보강방법으로는 각각 칼링, 

더블링, 페이스 플레이팅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강 효과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시리즈 해석을 통하여 모재의 두께에 따른 보강유공판의 최종강도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종방향 및 횡방향 압축하중 그리고 면내 전단하중 하에서 보강유공판의 거동을 비교하여 각 하중 별

최적의 보강방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재 두께변화 및 하중 변화에 따른 유공주위 최적 보강 방법은 실제 야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도한 중량보강을 회피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Perforated plate with stiffener(보강 유공판), Ultimate strength(최종 좌굴 강도), Carling stiffener method(칼링 보강 방법), Doubling 

plate method(더블링 보강 방법), Face-plating stiffener method(페이스 플레이팅 보강방법) 

 

1. 서 론 

 

선박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판부재로 이루어져 

있는 대형 판 구조물로서, 선체에 작용하는 외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는 보강 판 구조물이다. 

이러한 선체를 구성하는 판 구조물 중에서 작업자의 

이동통로와 파이프 및 배관의 배치를 위한 용도로서, 

선저부의 거더 및 플로어 내의 일정한 구멍(Opening)이 

존재하는 유공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공판은 유공의 

존재로 인하여 유공 주위에 국부적 좌굴이 발생함으로써 

일반적인 판 부재에 비해 좌굴강도 및 최종강도가 현저하게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선체의 경량화로 

인하여 고장력강이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박판 부재의 

사용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판의 좌굴/최종 강도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야드 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유공판에 외력이 작용할 경우 유공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부적 좌굴을 막기 위하여 현재 야드에서는 

유공주위에 일정한 형태의 보강재를 설치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국부적 좌굴을 억제하고, 저하된 최종강도를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보강방법으로는 유공의 

주위에 보강재 형식으로 용접한 칼링 보강 방법(Carling 

stiffener method), 유공과 같은 크기의 유공을 갖는 판을 

덧대어 용접한 더블링 보강 방법(Doubling plate method), 

그리고 유공 면에 일정한 높이를 가진 코밍(Coaming)을 

용접한 페이스 플레이팅 보강 방법(Face-plating stiffener 

method)이 있다. 이러한 국부적으로 설치된 보강재로 인한 

보강효과는 일정한 크기의 보강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시리즈 해석을 통하여 모재의 두께에 따른 

유공판의 좌굴/최종강도 변화양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종방향 및 횡방향 압축하중, 그리고 면내 전단하중 하에서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유공판의 거동을 비교하여 각 하중별 최적의 보강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재 두께변화 및 하중 

변화에 따른 유공주위 최적 보강 방법은 실제 야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과도한 중량보강을 회피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유한 요소 해석 모델 

 

2.1 유한 요소 해석 대상 

 

본 연구에서 해석되는 유공판은 실제 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500mmⅩ800mm 크기의 stadium type의 유공으로 

고정하였다. 유공은 타원형, 사각형, 정원형 등 여러가지 

형태의 유공이 존재하나 기존 연구에서 유공의 형상은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한가지 형상으로 고정하였다.(Fujikubo et al., 2005) 사용된 

재료 물성치는 다음 Table 1과 같으며 고장력 강재(AH 

32)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강재의 크기는 고정하고, 

Table 2와 같이 모재의 두께(tp)를 변화시킴으로써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모재의 두께는 실제 야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12mm에서 20mm까지의 범위로 하였다. 칼링 보강재의 

높이(hc) 및 두께(tc), 더블링 보강재의 폭(wd) 과 두께(td), 

그리고 페이스 플레이팅 보강재의 높이(hf) 와 두께(tf)는 각 

보강재 별로 중량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로 

고정시켰으며, 그 형상은 다음 Fig. 1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설정한 보강재의 크기 산정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Table 1 Dimension of stiffened perforated plate 

Material High tensile steel(AH 32) 

a 3180mm 

b 860mm 

Young’s Modulus 206000 MPa 

Yield Strength 315 MPa 

Poisson Ratio 0.3 

Carling  

Stiffener 

tc 15mm 

hc 100mm 

Doubling  

Plate 

td 13.78mm 

wd 130mm 

Face-plating 

Stiffener 

tf 10.64mm 

hf 200mm 

 

Table 2 Scenario of finite element analysis  

Loading condition Thickness (mm) 

Longitudinal compression 
12, 14, 15, 16, 

18, 19, 20 
Transverse compression 

In plane edge shear 

 

   
(a) Carling  

method 

(b) Doubling 

method 

(c) Face-plating 

method 

Fig. 1 Reinforced method around the opening at the 

perforated plate 

 

2.2 유한 요소 해석 대상 모델링 및 경계조건 

 

아래의 Fig. 2은 세가지 종류의 보강재가 설치된 유공판의 

모델링을 보여준다. 각각 칼링, 더블링, 페이스 플레이팅 

보강방법을 나타낸다. 유공판에는 각각 종방향 압축하중, 

횡방향 압축하중 및 면내 전단하중의 하중 경계조건이 

작용한다. 또한 해석 시 변위 경계조건은 판의 네변에서 

단순지지 조건(Simply Support condition)을 고려하였다. 

단순지지 조건을 사용하면 실제 강도값에 비하여 보수적인 

결과값을 주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주는 것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Paik 등, 1992) 이 때 면내 

변형에 대하여, 판 모서리가 종방향 및 횡방향 보강재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고 가정하고 네 변 모두 직선을 

유지하며 변형한다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a) Carling stiffener method 

 
(b) Doubling plate method 



 

(c) Face-plating stiffener method 

Fig. 2 Modeling of the perforated plate with stiffener 

 

재료의 거동특성은 항복 이후에는 완전히 붕괴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설계기준에 입각하여 탄성-완전 소성 거동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판의 좌굴은 재료적 항복 

이전에 기하학적 대변형으로 인한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정이다. 또한 판의 절단, 

용접등의 열 가공에 의하여 발생한 초기 결함(initial 

deflection)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비선형 해석 시의 

고유 초기처짐 형상으로 가정 하였다. 이때 반영된 

초기처짐은 탄성 고유치 해석(Eigen analysis)을 통하여 

고유치 1차 모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스미스 식(Smith’s 

initial deflection formula)을 이용하고 계수비를 조정하였다. 

기존의 연구(Fujikubo et al., 2005)에서 실제 초기처짐의 

계측 자료에 의거하여 적용한 계수비이며 아래의 식(1)과 

같다. 

 

2

0
0.05w tβ=                              (1) 

 

이때 적용된 세장비(slenderness ratio)는 아래의 식(2)와 

같다. 

 

Y
b

t E

σ
β =                              (2) 

 

매우 복잡한 비선형 좌굴 해석을 위하여 Arc-length 

method를 사용하였다. Arc-length method는 유공에 의한 

유공판의 복잡한 붕괴모드의 변화 및 그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MSC. NASTRAN inc, 2005) 

 

2.3 보강재 치수 산정 

 

본 논문에서 해석하게 될 보강유공판의 보강재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4가지의 각기 다른 크기의 보강재를 

갖는 보강 유공판을 해석하였다. 보강재의 크기는 야드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칼링 보강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더블링 및 페이스 플레이팅 보강재의 중량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다음의 Fig. 3-5 는 각 보강재의 크기 별 두께에 따른 

최종강도 무차원 값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본 

해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이의 증가에 따른 보강 

효율보다 상대적으로 두께의 증가에 따른 보강 효율이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최소중량 설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최대 강도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조건(웹높이Ⅹ웹두께=100mmⅩ15mm)을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이 조건은 주판의 두께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향후 

야드 내 설계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지침이 될 것이다. 

 

Fig. 3 A comparison of between nomalized ultimste strength 

and plate thickness varying scantling of carling stiffener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Fig. 4 A comparison of between nomalized ultimste strength 

and plate thickness varying scantling of carling stiffener 



under transversal compression 

 

Fig. 5 A comparison of between nomalized ultimste strength 

and plate thickness varying scantling of carling stiffener 

under in plane edge shear 

 

3. 유한 요소 해석 결과 

 

3.1 종방향 압축하중 결과 

 

다음의 Fig. 6은 종방향 압축하중하에서 보강 유공판들의 

붕괴 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좌굴반파수(Number of buckling 

half wave)는 (a)는 5개,(b)는 3개, 그리고 (c)는 4개, 

마지막으로 (b)는 5개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붕괴형상을 살펴보면 (a)의 칼링 보강방법에서는 모재의 

두께 12mm에서 보강재가 면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 

항복하여 유공주위에 응력집중에 의한 소성영역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Carl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2mm) 

 
(b) Doubling plate method (thickness: 12mm) 

 
(c) Face-plat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2mm) 

 
(d) Face-plat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4mm) 

Fig. 6 Collapse mode of perforated plate with stiffener/plate 

varying reinforcement method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더블링 보강재의 경우 유공 가장자리 보강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공주위의 국부 보강을 통하여, 임계 좌굴점을 회피 

하였기 때문이다. 페이스-플레이팅 보강재의 경우 14mm를 

기준으로 하여 좌굴모드 및 붕괴모드가 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14mm 미만의 

모재 두께에서는 보강재가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껍기 

때문에 보강재보다 먼저 판이 붕괴하였으며, 14mm 이상의 

모재 두께에서는 코밍이 붕괴하면서 유공주위에서 국부적 

좌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재와 보강재의 변수 

변화에 따라서 좌굴모드 및 붕괴모드에 대한 상호 관계를 

설계 시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Fig. 7 Comparison of dimensionless of ultimate strength and 

plate thickness according to reinforcement around the 

opening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Fig. 7은 횡축은 모재의 두께변화를 나타내며, 종축은 

최종강도 무차원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고려한 

하중조건은 면내 종방향 압축하중이다. 더블링과 

페이스-플레이팅 보강법은 모재의 두께 증가에 대해, 

임계점을 갖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의의 모재 

두께 이상에서는 보강효과가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모재의 두께가 보강재의 두께보다 커지는 

영역에서는 보강재의 좌굴로 인하여 최종강도가 결정 

되어지는 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모재의 

두께(tp)와 보강재의 두께(t)의 비 t/tp가 적정 값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이 최적의 보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시 필히 모재의 두께를 반영하여, 유공 주위 보강 

설계를 해야만 한다.  

보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유공판의 결과는 유공의 크기가 

정해지면 모재의 두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최종강도의 

변화는 크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유공의 크기가 큰 경우 

발생하며, 주요한 원인은 유공주위에 발생한 조기항복 현상 

때문이다. 칼링 보강방법의 경우 설치된 종방향 보강재의 

길이가 판 전체의 길이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보강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3.2 횡방향 압축하중 결과 

 

Fig. 8은 횡방향 압축하중 조건에서의 각 보강재의 종류에 

따른 붕괴모드 결과를 보여준다. (a)의 칼링 보강방법이 

적용된 유공판은 모재의 두께15mm를 기준으로 붕괴모드가 

바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보강방법에 따른 유공판의 

붕괴 모드는 전체적으로 폭 방향으로 좌굴 반파수가 1개, 

그리고 길이방향 좌굴 반파수가 1개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링 보강방법의 경우 모재의 두께 15mm 이상에서 

좌굴/붕괴모드의 변화로 인하여 길이방향으로 2개의 좌굴 

반파수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 Carl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2mm) 

 
(b) Carl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5mm) 

 

(c) Doubling plate method (thickness: 12mm) 

 

(d) Face-plat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2mm) 

Fig. 8 Collapse mode of perforated plate with stiffener/plate 

varying reinforcement method under transversal 

compression 

 

 

Fig. 9 Comparison of dimensionless of ultimate strength and 

plate thickness according to reinforcement method around the 

opening under transverse compression 

 

횡방향 압축하중 하에서 모재의 두께에 따른 최종강도의 

무차원 값의 변화양상과 보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유공판의 

최종강도 무차원값의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를 Fig. 9에 

나타내고 있다. 횡방향 압축하중 조건에서 최종강도 무차원 

값의 변화양상은 세가지 보강방법 모두 모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칼링 보강방법의 경우 15mm에서 모드가 바뀌면서 최종강도 

증가폭이 커졌으나,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 다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블링과 페이스 

플레이팅 보강방법은 모재 두께 변화에 따라서, 최종강도는 



꾸준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앞선 Fig. 8의 붕괴모드 

결과에서 기 확인하였듯이, 유공의 가장자리의 응력집중 및 

좌굴을 방지함으로써, 주변 판 부재의 강도분담을 크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최종강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더블링과 페이스-플레이팅 보강재는 횡방향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보강재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유공판과 비교한 결과, 그 

보강효과도 크지 않았다. 칼링 보강방법의 경우는 폭의 

길이만큼 횡방향으로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어 종방향 

압축하중의 경우와는 다르게 횡방향 하중을 폭 전체로 

지지할 수 있었으며, 횡방향에 대하여 보강재 및 판의 

단면계수가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보강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전단 압축하중 결과 

 

면내 전단하중 조건에서 각 유공판의 붕괴모드 결과를 

아래의 Fig. 10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종방향 및 횡방향 

압축하중의 붕괴모드 결과와는 다르게 유공 주위의 

국부적인 응력 집중보다는 판 전체에서 하중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하게 설치된 칼링 보강재와 

페이스-플레이팅 보강재에는 상대적으로 응력이 낮은 

수준이 나타나며, 더블링 보강재에는 유공주위 경계 면에서 

하중 분담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 Carl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2t) 

 
(b) Doubling plate method (thickness: 12t) 

 

(c) Face-plating stiffener method (thickness: 12t) 

Fig. 10 Collapse mode of perforated plate with stiffener 

under in plane edge shear 

 
Fig. 11 Comparison of dimensionless of ultimate strength and 

plate thickness according to reinforcement method around the 

opening under in plane edge shear 

 

Fig. 11의 결과는 각 보강방법에 대한 모재 두께의 변화에 

따른 최종강도 무차원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보강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모재 두께 증가로 좌굴/최종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공 주위 보강방법을 적용한 

경우, 보강방법에 따라 최종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공주위의 더블링 보강방법이 동일 중량 대비 강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칼링 보강방법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로 설계자가 어떤 

보강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강을 하여도 보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일례로 판 두께가 18mm 이상의 조건에서는 칼링 보강법은 

보강효과가 미비하여, 면내 전단하중에 대해서는 적용에 

있어 고려가 필요한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계자가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종류의 유공 주위 보강방법에 

대해서, 모재의 두께 및 보강재의 사이즈에 대한  

좌굴/최종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보강재 사이즈에 대한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최적 보강재 사이즈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이를 반영한 비선형 최종강도 검토를 

하였다. 초기처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고유치 

좌굴 해석을 통하여 구한 모드1의 결과를 적용하였고,  관련 

참조문헌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최대 초기 처짐량을 

결정하였다.  



모재의 두께에 따른 유한요소 시리즈 해석이 

수반되었으며, 각 하중별로 정량적인 비교 결과를 통하여 

최적의 보강방법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야드에서 

설계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선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하중 별 최적의 

보강방법은 다르게 나타나며, Table 3에 하중에 따른 최적의 

보강방법을 정리하였다. 

 

Table 3 Optimal stiffening method by each loading condition 

Loading condition Optimal stiffening method 

Longi. compression Doubling plate 

Trans. compression Carling stiffener 

In plane edge shear Doubling plate 

 

(1) 유공판에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보강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유공주위의 국부적인 붕괴를 

막는 보강방법을 필요로 한다. 

 

(2) 종방향 압축하중 하에서는 유공 및 판 주위의 국부 

강성을 커지도록 하는 더블링 보강방법이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다. 

 

(3) 횡방향 압축하중 하에서는 폭의 길이만큼 지지한 형태인 

칼링 보강 방법이 최적의 보강방법이었으며, 횡방향 하중에 

대하여 단면계수가 가장 높은 것이 그 원인이다. 

 

(4) 면내 전단하중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 하중이 판 전체에 

분포되어 걸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설치된 보강재는 모재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급격하게 보강효과가 떨어진다. 

 

(5) 따라서, 면내 전단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유공주위 

국부적인 단면계수 증가를 한 더블링 보강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유공주위에서 발생하기 쉬운, 좌굴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6) 최적의 보강효율을 갖기 위해서 모재의 두께와 보강재의 

두께가 어떤 특정한 비율(t/tp)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하중 및 보강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추후,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설계식의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 혹은 게재를 통하여, 설계단계에서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좌굴/최종강도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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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해치 커버 Movement 해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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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Hatch Cover Movement of Contain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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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In order to design and install the hatch covers on large container carriers, hatch coaming deformation and hatch cover 

movement by ship motion should be considered. In general, the relative deformation of hatch coaming top plate is 

considerable because of vertical bending moment, horizontal bending moment and torsional moment acting on the vessel. In 

this study, global strength analysis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Germanischer Lloyd to assess hatch

coaming deformation and hatch cover movement. As the increasing demand of large container carriers and owner’s 

performance requirement,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hatch coaming deformation and torsional strength of the vessel is

necessary.   

 

Keywords: Hatch coaming deformation(해치 코밍 변형), Hatch cover movement(해치 커버 무브먼트), Torsional moment(비틀림 모멘트)  

 

1. 서 론 

 

컨테이너 운반선의 해치 커버(Hatch Cover) 설계 및 설치 

시에는, 선체 운동에 의한 해치 개구부의 변형 및 인접한 

해치 커버 간의 Movement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선의 상부구조 및 해치 코밍 상판에는 수직굽힘 

모멘트, 수평굽힘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치 코밍의 좌/우현에서 길이방향 상대변형이 

두드러진다. 또한, 최근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경향에 따른 

선폭의 증가는 선박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를 증가 

시키므로, 해치 코밍의 비틀림 변형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치 커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치 코밍의 

변형량과 커버의 Movement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다른 

의장품과 간섭을 체크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전선구조해석을 수행하여 해치 코밍의 상대변형 및 해치 

커버의 Movement를 평가할 방법을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치 코밍의 비틀림 변형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2. 본 론 

 

2.1 전선구조해석의 절차 

 

 
Fig. 1 Global FE model for 13,900 TEU container carri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해석 대상 선박은 13,9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Fig. 1의 전선모델을 이용하였다. 

전선해석은 독일선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파랑하중 및 

경계조건을 적용하고, 적재 조건은 최대호깅조건과 최소 

호깅조건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급이 규정하고 있는 

굽힘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를 반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선박의 해치 코밍부 변형을 체크할 수 있다.  

 

2.2 해치 코밍의 변형 계산 

 

해치 코밍의 변형량을 계산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전선 

모델에서 각 해치 커버 위치에 해당하는 Node만 따로 

선택하여 전선구조해석 결과로부터 x방향, y방향 변위를 

구한다.  

 
Fig. 2 Nodes of hatch cover corners 

 

이와 같이 계산을 진행하면 해치 커버 모서리에 있는 

Node의 변위를 바탕으로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해치의 종방향(dx), 횡방향(dy) 및 대각선 방향(diagonal) 

최대 변형량을 구할 수 있다.  

 

 

Fig. 3 Hatch coaming diagonal deformation 

Table 1 Maximum hatch coaming deformation(mm) 

Max. deformation 8A Hatch 2A Hatch 

diagonal -101 -108 

dx -57 -55 

dy -90 -104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치 코밍의 최대 변형은 2A 

및 8A Hatch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해치 코밍의 변형은 

수직굽힘 모멘트에 의한 선체 상부구조의 종방향 인장과 

수평굽힘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횡방향 회전 

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다. 

 

2.3 해치 커버 Movement 해석 

 

 
 

o : Nodes 



- Longitudinal movement of hatch cover corners on the 

  coaming (*A,*B,*C,*D) 

- Longitudinal movement between corners of adjacent 

  hatch covers (**E, **F) 

- Transverse movement of adjacent hatch covers on the 

  coaming (**G, **H) 

- '*' : Hatch cover number (from PORT to STBD, 

  ascending order) 

 

Fig. 4 Hatch coaming deformation and hatch cover 

movement 

 

2.3.1 해치 커버 Stoppers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치 커버의 한쪽 끝에는 

Rolling/Pitching Stopper, 다른 한쪽에는 Rolling Stopper가  

설치되어 있다.  

 

 
Fig. 5 Hatch cover stoppers 

 

2.3.2 해석을 위한 가정 

 

실제 선박에서 해치 커버의 중량과 커버에 작용하는 

컨테이너 하중은 커버의 서포트패드를 통하여 해치 코밍 

상판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전선구조해석 수행시 커버와 

접촉하고 있는 패드의 재료 물성치 및 선체와의 마찰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에 해치 커버는 구현하지 않고 

수직하중의 합력은 패드가 놓이는 위치에 집중하중 형태로 

입력한다. 또한, Stopper는 해치 커버의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가정하고, Fig. 6과 같이 Rolling/Pitching Stopper가 

해치 코밍 상판에 Pin 형태로 결합되어 코밍의 변형과 같이 

움직이고(①), x-y 평면 내에서 회전하는 것(②)으로 본다. 

 

 
Fig. 6 Hatch cover translation and rotation 

 

2.3.3 해석 절차 

 

앞에서 해치 코밍의 변형을 계산하는 방법과 마찬 가지로, 

전선모델에서 각 해치 커버의 Stopper(P,Q)에 해당하는 

Node를 선택하여 전선구조해석 결과로부터 P, Q의  변위 

및 새로운 좌표 P’, Q’를 구한다. 해치 커버 모서리의 새로운 

좌표(Fig. 6의 A’,B’,C’,D’)는 커버가 Pin Stopper를 기준으로 

평행이동 한 뒤(P � P’), θ만큼 회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P가 Pin Stopper일 때 이를 원점(0,0)으로 가정하면, 커버 

모서리의 상대좌표는 각각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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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된다. 그리고 P좌표가 P’로 평행이동한 변위를 

반영하여 A’, B’, C’, D’를 절대좌표로 바꾸면 해치 커버 

모서리의 새로운 좌표가 된다.  

Q가 Pin Stopper일 때에도 이를 원점(0,0)으로 가정하면, 

커버 모서리의 상대좌표는 각각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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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을 이용하여 θ만큼 회전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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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된다. 그리고 Q좌표가 Q’로 평행이동한 변위를 

반영하여 A’, B’, C’, D’를 절대좌표로 바꾸면 해치 커버 

모서리의 새로운 좌표가 된다. 이를 변형된 해치 코밍의 

좌표와 비교하여 Movement를 계산한다.  

해치 커버의 병진 및 회전운동의 계산 기준인 Pin 

Stopper는 일반적으로 커버의 선수 또는 선미 한 방향으로 

통일되게 설치되지만, 제작업체나 설치 위치에 따라 반대 

방향에 설치될 수도 있다. 이 때, 기준점의 위치만 다르고 

병진운동 및 회전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한다. 

 

2.3.4 해석 결과 

 

상기의 해석 절차에 따라 정리한 엑셀시트를 활용하여 

모든 해치 코밍의 변형량과 커버의 Movement를 구한다.  

 

 
Fig. 7 Hatch cover installation detail 

 

계산된 Movement 결과를 이용하여 해치 커버와 해치 

코밍 상판에 위치하는 의장품 간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포트패드의 위치를 

결정하고, 조립 및 설치 마진을 고려하여 해치 커버와 

Mating Plate의 크기를 결정한다. 

 

2.4 평가 및 결과 고찰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고 선주의 요구로 인해 기존의 

실적선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할 경우, 전선구조해석을 

통하여 해치 코밍의 변형과 해치 커버 Movement를 점검 

해야 한다. 비틀림 변형량이 기존보다 증가하면 해치 코너 

부근의 응력 또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부적으로 보강 

하거나 그 부위 단면의 Moment of Inertia를 키워 충분한 

강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10,000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거주구 

및 연료탱크를 엔진룸이 아닌 카고홀드 구간에 배치하는 

이른바 ‘Two(2)-island’선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해치 코밍의 변형량과 커버 Movement를 

계산해 본 결과, 기존의 유사한 사이즈의 선박보다 해치 

코밍의 변형량이 작았다. 그 이유는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개방된 카고홀드 구간의 중간지점 부근에 거주구 및 

횡격벽이 설치되어 선체의 비틀림 변형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해치 커버 판넬의 크기가 비틀림 변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선박에 선폭방향으로 해치 

커버 크기를 다르게 배치하여 비교해 보았다. 중앙부에 

4열에서 5열로 판넬의 크기가 큰 커버를 배치하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각선 방향 변형량이 약 8~9% 

증가하였다. 이것은 해치 개구부의 중앙부보다 선측방향이 

코밍과 해치 코너의 두꺼운 보강판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2 The effect of hatch cover panel arrangement 

Max. diagonal deformation 8A Hatch 2A Hatch 

5-4-4-5 panel arrangement - - 

4-5-5-4 panel arrangement 8% 증가 9% 증가 

 

해치 코밍 상부에 HT47강 대신 HT40강을 적용할 경우, 

요구되는 단면계수가 증가하여 부재의 두께를 기존보다 

크게 사용해야 한다. 이 때 Sectional Area값이 증가하여 

선체의 비틀림 강성이 증가하고 해치 코밍의 변형량은 

감소한다. 해치 코밍의 재질 결정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설계시 주의가 요구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전선구조해석을 수행하여 

해치 코밍의 변형량 및 해치 커버의 Movement를 계산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선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전선 

해석 하중에 의한 모델의 변형량을 계산하여 해치 코밍의 

변형량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박이 충분한 비틀림 

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치 커버 Movement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Two(2)-island선형과 선폭방향으로 

중앙에 상대적으로 작은 판넬의 해치 커버를 배치한 경우, 

해치 코밍 및 코너의 두께를 증가시킬 경우에 선박의 비틀림 

변형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시 해치 코밍의 변형과 해치 

커버의 운동에 고려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시한 

절차를 통하여 선박의 비틀림 강성 검토 및 해치 커버의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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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ehavior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under impact loads is highly dependent on material properties. In this paper,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of strain hardening are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yield 

strength were examined and a formula was derived using mill test certificate data. Regarding this relationship, effects of strain 

hardening on behavior of plates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 is studied. Finally a simple formula was derived for prediction 

of damage extents in unstiffened plates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 us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numerical

calculations. 

 

Keywords : Strain hardening(소성 경화), Permanent deformation(영구 처짐), Impulsive pressure(충격 압력), Unstiffened plate(비보강판), 

Stiffened plate(보강판) 

 

1. 서 론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충격 압력하의 

구조 손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충격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매우 큰 동압력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게 

되어 구조의 거동은 정적인 경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선급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된 선체 구조물에서도 

심각한 손상 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현재의 선급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ISSC2009 COMMITTEE V.7의 보고서(Cho et al., 2009)에 

따르면 충격의 최대 압력뿐만 아니라 지속시간 또한 충격 

압력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Choung et al.(2011)은 충격 및 충돌 하중 

으로부터 구조물의 저항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적 관점에서 사용 재료의 특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선박에 작용하는 충격 압력 하중 중의 하나인 슬래밍은 

충격으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 정도가 구조 설계자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Mori(1977)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보강판에 대한 낙하 실험을 수행하고 발생된 손상을 계측,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대 압력부의 지속시간이 대략 

구조물의 공기 중 고유주기의 2~3배가 됨을 보여주었다. 

실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와 수치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비선형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Cho et al.(2011)은 

폭발 하중을 받는 평판에 대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충격 압력을 받는 비보강판의 손상을 추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압력이 작용하는 폭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폭발 하중 실험은 Jones(1970, 1971, 1973, 1989)와 

Nurick(1996)과 공동 연구자들(Olson et al., 1993, Yuen & 

Nurick., 2005)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 Jones(1996)는 

폭발 하중을 받는 평판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Nurick & Shave(1996)는 폭발 하중을 받는 평판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Yuen & Nurick(2005)는 

폭발 하중을 받는 평판 및 보강판에 대해서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 et al.(2011)이 충격 압력을 받는 비보강판의 손상 추정 

설계식을 개발한 바 있으나, 소성경화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충격 문제에서 

소성경화의 영향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재료의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특성치를 반영하고, 수치해석의 정확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성경화의 수학적 표현을 검토하고, Mill 

certificate data로부터 최종강도와 항복강도의 관계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충격 압력을 받는 판구조에 대한 

소성경화의 영향을 비교하고, 비보강판의 영구 처짐식을 

개발하였다. 

 

2. 소성경화 구성 방정식 

 

2.1 소성경화 구성 방정식의 검토 

 

소성경화는 재료에 따라 변동적이며, 인장시험을 통하여 도 

출할 수 있다. UTM에 신률계를 이용하여 하중과 신률 데이터 

를 얻은 후 공칭응력과 공칭변형률을 얻을 수 있다. 

공칭응력은 단면의 초기 단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항복응력 이후의 유동응력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물리량이다. 또한, 공칭변형률은 표점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로 추정한 진변형률은 네킹(Necking)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없다. 공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물리량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도출된 진 응력과 진변형률은 네킹 

발생이전까지만 유효하며, 균일 진 응력 및 균일 진변형률로 

불린다. 

균일 진응력 및 진변형률의 여러 관계식 중 Choung et al. 

(2010)은 Swift hardening law(1952)를 검토하였다. 이 표현에서, 

σ0는 초기항복응력, ε0는 초기항복변형률, n은 소성변형률 경화 

지수이다. Choung et al.(2010)은 소성변형률 경화지수(n)이 연강의   

경우에도 통상 20%이상이므로 0.2로 가정하였다. 이 관계식은 

재료의 탄성한계만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0
(1 / )n

Y P
σ σ ε ε= +                             (1) 

Park & Cho(2006)는 접선계수(Tangent modulus)의 관계식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형 소성경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는 접선계수와 탄성계수의 관계식을 통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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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Hollomon(1945)의 구성 방정식 

으로, 균일한 소성 변형 영역에서 많은 금속 재료의 특성치 

를 표현할 수 있다. 아래에서, K는 강도계수로 변형률이 100% 

일 때 응력을 나타낸다. 

 
n

Kσ ε=                                                (3) 

Zhang et al.(2004)은 이중선체 화물선의 횡충돌을 받는 경우 

임계 변형 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해 Hollomon(1945)의 식과 

같은 형태의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을 제안했다.  

 
n

Cσ ε=                                                 (4) 

ln(1 )
T

n e= +                             (5) 

( / )n
T

C S e n=
                            (6) 

식 (4)~(6)의 표현은 개발된 형태의 식이 아니며, 수학적 

유도과정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아래는 이 식의 유도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식 (4)를 미분하면,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양변을 미소 소성 

변형률로 나누어 주고, 양변을 정리하면, 식 (9)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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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를 식 (10)으로 표현할 수 

있다. ㅣ은 시편의 길이, A는 넓이를 의미하며, 양변을 미분하면, 

상수는 0이 되기 때문에, 식 (11)의 관계를 갖는다. 

l A const⋅ =                                                                             (10) 

dl dA

l A
= −

                                                                                 (11) 

네킹 발생 전까지 시편은 일축 응력을 받으므로 식 (12)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는 단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공칭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네킹이 발생하는 시점, 즉 최종강도는 

선도의 최대 점이므로 기울기는 0이 된다. 식 (13)을 정리하고, 

여기에 식 (11)을 대입하면 식 (14)를 얻을 수 있다. 

P Aσ= ⋅                                                                                    (12) 

0dP dA d Aσ σ= ⋅ + ⋅ =                                                        (13) 

d dA dl

A l

σ

σ

= − =

                                                                     (14) 

dl/l은 dε과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적용하면 네킹 발생 

시점에서는 식 (15)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5)와 진응력-변형률 

선도 및 공칭응력-변형률 선도의 관계를 적용하면, 식 (16)의 

관계를 갖게 된다. eT는  공칭응력-변형률 선도에서 최종강도 

(ST)에 해당하는 변형률을 의미한다. 

d d
n d

σ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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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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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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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ε= = +                                                                    (16) 



공칭응력(S)과 진응력(σ)은 exp( )S σ ε= ⋅ −
의 관계를 

갖는다. 공칭응력의 값에 최종강도(ST)을 대입하면 식 (17)로 

표현할 수 있다. exp(-εT)을 양변에 나누어 주면 식 (18)로 표현  

되고, 이를 식 (4)에 대입 후 C 에 관한 식으로 변환하면, 식 (19)로 

나타낼 수 있다. 

 

exp( )
T T T
S σ ε= ⋅ −

                                                                   (17) 

T

T

T

S

e
ε

σ
−

=

                                                                                  (18) 

1

T

T T

n n

T T

S
C

e
ε

σ

ε ε
−

= = ⋅

                                                               (19) 

n = εT 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대입하면 식 (6)의 형태가 된다. 

Zhang et al.(2004)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공칭변형률(eT)을 

최종강도(ST)를 함수로 하는 식 (20)을 제안하였다. 

 

1/ (0.24 0.01395 )
T T
e S= +                         (20) 

이는 항복강도의 값이 355MPa이하에 해당하는 선박용 

강재의 경우, 최종강도(ST)의 값을 알고 있을 때에 진응력 및 

변형률에 대한 추정식이다. 

단순화된 이 관계식은 최종강도를 아는 경우 재료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압력이 작용하는 해양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하는 구조 엔지니어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2.2 인장시험 자료와 검토한 제안식의 비교 

 

수치 해석시 정확한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재료가 가지는 소성경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유한 인장시험 자료와 앞서 소개된 선형방정식,  

Swift(1952)의 식, Zhang et al.(2004)식에 의해 나타나는 

진응력-변형률 선도를 Fig.1~3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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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ss-strain curve when σY = 28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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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strain curve when σY = 301.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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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strain curve when σY = 333.8 MPa 

 

진응력-변형률 선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방정식은 실제 

재료가 갖는 특성보다 낮게, Swift(1952)식은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Zhang et al.(2004)의 식은 

재료의 거동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였다.  

소성경화를 정의하기 위한 식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Zhang et al.(2004)의 식에 의해 구한 계수(C, n)를 

인장시험 데이터로부터 얻은 계수들을 비교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30개로 계수 n은 Xm(=Exp./Num.) 

의 mean이 1.0846, COV는 8.59%로, C의 경우 mean이 1.0268, 

COV는 3.25%로 나타났다. 같은 재료에 대해서도 특성치에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Zhang et al.(2004)의 식이 

소성 경화의 추정식으로 사용 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2.3 항복강도와 최종강도의 관계식 

 

재료의 소성경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항복강도뿐만 아니라 최종강도를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재료의 특성 중 항복강도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유한 Mill certificate를 통해 최종강도의 추정식을 검토하였다.  



관계씩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박판용 강재 시장에서 입수되었으며 각각 1257,1857,523개로 총 

3637개이다. 

 

 

Fig. 4 Tendency between yield & tensile stress of 3 countries 

market 

 

한, 중, 일 3개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추정한 식(21)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3개국의 통합 데이터의 Xm(=Exp./Num.)의 

mean이 1.0023, COV는 3.66%이고, 각국별로 적용하였을 

때에도 mean과 COV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로서, 

최종강도를 추정하고 하는 식으로 적절한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0.2exp(3.839 0.725 )

T Y
σ σ= +                                            (21) 

 Table 1 Mean & COV value of each market adopting 

proposed formula                                    

Maker No. of data mean COV 

Korean 1257 1.0097 4.84 % 

Chinese 1857 0.9896 4.17 % 

Japanese 523 1.0012 2.00 % 

Total 3637 1.0023 3.66 % 

 

3. 해석법의 검증 

 

3.1 비보강판 

 

3.1.1 실험자료  

 

해석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와의 

비교작업을 수행하였다. 비교작업에 평판실험 모델은 Nurick & 

Shave(1996)가 수행한 43개, Nurick et al.(1995)의 4개, Yuen & 

Nurick(2005)의 2개, 그리고 Olsan et al.(1993)이 수행한 15개로 

총 64개이다. 

3.1.2 실험모델의 해석 결과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소성경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식 (1), (2), (4)~(6)을,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Cowper-Symonds의 식, 

식 (22)를 적용하였다. 실험 자료에서 경화계수는 주어져 있지 

않아서 Park & Cho(2006)가 사용한 250MPa을 사용하였고, D와 

q의 값은 일반적으로 연강에 적용되는 40과 5를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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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22)   

여기서, 
,Y Dyn

σ =  Dynamic yield stress,  

'

eq
ε   =  Equivalent strain rate를 의미한다. 

 

사변이 고정지지된 평판의 정적 붕괴압력은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Jones, 1971), 구조물 저차의 고유주기는 식 (24) 

로 나타낼 수 있다(Sinha, 2008). Cho et al.(2011)은 정적 

붕괴압력과 평판의 고유주기가 충격 압력을 받는 판구조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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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여기서, m  = 2

Y
tσ ⋅

 ,   t = plate thick.를 의미한다. 

 

2 2

6
5.544 10 0.6045

t a b
f

ab b a

⎛ ⎞ ⎛ ⎞
= ⋅ ⋅ ⋅ + +⎜ ⎟ ⎜ ⎟

⎝ ⎠ ⎝ ⎠

   (24) 

여기서, a  = plate length[mm],  b= plate thick.[mm], 

         T0  =1/f [1/sec] 를 의미한다. 

 

실험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찢어진 모델의 경우 

소성경화의 영향을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에 실험 값과 각 소성 경화식을 적용하였을 때 

수치해석 값의 비(Xm)의 평균값과  COV를 나타내었다. 

 

Table 2 Comparisons of exp. results & numerical analysis 

         using 3 strain hardening equation 

Strain hardening eq. mean COV 

Swift 0.835 9.6 % 

Linear 1.113 9.2 % 

Zhang et al. 0.928 9.1 % 



이상의 검토 결과 Zhang et al.(2004)이 제안한 식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비보강판 해석법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3.2 보강판 

 

3.2.1 실험자료  

 

비교 작업에 선정된 실험모델은 Yuen & Nurick(2005)이 

발표한 논문에 게재된 것이다. 보강재가 3개, 7개인 판에 대하여 

높이와 폭이 다른 18개의 모델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3.2.2 실험모델의 해석 결과 

 

비보강판과 마찬가지로 실험에서의 영구변형과 소성경화식을 

적용한 수치해석의 영구변형을 비교하기 위해 Table 3에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선형 소성경화식, Swift(1952)의 식, 

Zhang et al.(2004)의 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Zhang et 

al.(2004)의 식이 Xm(Pred./Exp.)의 mean이 약 0.966, COV는 

10.8%로 실험값과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서, 충격 

압력을 받는 비보강판 및 보강판 모델에 대해서 Zhang et 

al.(2004)의 식은 적절한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Table 3 Comparisons of exp. results & numerical analysis 

         using 3 strain hardening equation 

Strain hardening eq. mean COV 

Swift 0.890 15.3 % 

Linear 1.178 9.8 % 

Zhang et al 0.966 10.8 % 

 

4. 비보강판의 파라메트릭 스터디 

 

4.1 파라메트릭 스터디에 사용된 모델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위해 실제로 건조된 LNG선박의 선수 

플레어 부분의 보강판에서 종보강재와 횡보강재 사이의 비보강 

평판을 수치해석 모델로 사용하였다. 평판의 폭은 800mm, 길이는  

3000mm, 그리고 두께는 20mm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LNG선박의 

제원은  길이 270.9m, 폭 44.2m, 깊이 26m, 흘수 12.35m 

이다. 

보강판의 재료 특성치는 Table 4와 같고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경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Zhang et al.(2004)의 식을,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Cowper-symonds의 식을 적용하였고, D와 q의 값은 

일반적 으로 연강에서 사용되는 40과 5를 사용 하였다. 

Jones(1971)가 제안한 식으로 정적붕괴압력을 산출하였고, 

고유진동수는 Sinha(2008)가 제안한 식을 사용하였다. Cho et al. 

(2011)은 고유진동수에 대해 제안된 여러 식을 검토한 결과 

Sinha(2008)가 제안한 식이 수치해석 결과와 가장 일정한 

비교값을 보이며, 산출하는 과정도 간편하다고 하였다.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analysis model 

Yield stress  σY 249MPa 

Elastic modulus E
 

206000MPa 

Mass density  ρ
 

7.85E-9ton/mm
3
 

Poisson’s ratio ν
 

0.3 

Rupture strain εf 30 % 

Strain rate D 40 s
-1

 

Strain rate q 5 

 

본 논문에서는 비보강판의 가로/세로비는 2이하 까지만을 고려 

하였고, 슬래밍 하중의 이력형상은 단순 감소형태의 삼각형 형상 

으로 하여 최대 충격압력과 최대충격압력의 지속시간, 가로/세로비 

를 달리하여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실시하였다. 파라메트릭 스터디 

에 사용된 모델은 총 50개이다. 

 

4.2 파라메트릭 스터디 결과 검토 

 

수치해석으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식을 유도하기에 앞서 

각 설계변수가 평판의 손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 하였다. 

검토한 무차원화된 설계변수는 판의 형상과 관련된 a/b와 

충격하중과 관련된 Pp/Pc, Tp/Tn, impulse/(Pc·Tn)과 판의 형상 과 

충격하중 모두 관련된 [impulse/(Pc·Tn)]⨯(a/b)였다. Pc는 정적 

붕괴압력, Pp는 최대 충격압력(Peak pressure), Tn은 구조물 의 

고유주기, Tp는 최대충격압력의 지속시간(Peak duration)을 의미 

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각 무차원화된 설계변수와 두께로 

무차원화한  비보강판의 영구 처짐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Tendency of extents of damage against aspect ratio  



 

Fig. 6 Tendency of extents of damage against peak pressure  

 

 

Fig. 7 Tendency of extents of damage against peak duration 

 

 

Fig. 8 Tendency of extents of damage against impulse 

 

 

Fig. 9 Tendency of extents of damage against  

impulse ·aspect ratio 

 

판의 가로/세로비(a/b)와 최대 충격압력(Pp/Pc)이 증가하면 

판의 영구 처짐도 증가한다. 하지만, 최대 충격압력의 지속시간 

(Tp/Tn)과 단위 면적당 임펄스(impulse/(Pc·Tn)), 그리고, 단위 

면적당 임펄스 ·가로/세로비([impulse/(Pc·Tn)]⨯(a/b)) 의 경우 

에는 설계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판의 영구 처짐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증가량이 완만해지면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위 면적당 임펄스(impulse/(Pc·Tn)) 와 단위 

면적당 임펄스 ·가로/세로비([impulse/(Pc·Tn)]⨯(a/b)) 의 경우에는 

최대 충격압력 지속시간(Tp/Tn)의 영향에 의해서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비보강판의 손상 추정 설계식 

 

앞선 손상 정도에 대한 설계 변수의 영향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 가로/세로비(a/b), 최대 충격압력(Pp/Pc), 그리고, 최대 충격 

압력의 지속시간(Tp/Tn)을 설계식의 독립변수로 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위 면적당 임펄스와 관련된 설계변수들은 그 

경향성이 최대 충격압력의 지속시간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충격압력 지속시간이 구조물의 고유주기의 2~5배가 되는 

영역인 유체 충격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Park & Cho(2006)가 

제공한 식처럼 1차 함수의 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함수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손상 정도에 대한 설계변수의 영향을 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체 충격압력을 받는 비보강판의 손상 추정 설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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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여기서, ɑ =a/b, if a/b is greater than 2.0, ɑ=2.0을 의미한다. 

 

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식은 수치해석과의 비교 결과 Xm은 

대략 1.000정도이고, COV는 2.57%정도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도된 설계식이 합리적인 신뢰성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충격 압력을 받는 판 구조의 영구 처짐에 

미치는 소성경화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구조물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의 충격, 충돌, 폭발과 

같이 대변형을 동반하는 문제의 손상 예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정적 경화의 경우 적절한 변형률 경화 구성 

방정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아직도 완전 소성 또는 

단선 경화를 가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재료의 정적 경화에 대한 몇 가지 구성방정식을 소개 



하였고, Mill certificate data로부터 얻은 3637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항복강도와 최종강도에 대한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실험 후 수치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재료의 응력에 대한 

특성치 중 항복강도만 주어질 때가 있는데, 몇몇 특성치를 

정의하는 식은 최종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각 구성 방정식에 따른 재료의 진응력-변형률 

곡선을 인장시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선형 및 

Swift(1952)에 의해 제안된 식에 비해 Zhang et al.(2004)에 

의해 제안된 식을 적용 하였을 때 실제 값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hang et al.(2004)에 의해 제안된 식으로부터 도출한 

소성경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보강판 및 보강판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 재료가 가지는 특성과도 잘 

부합하였으며, 실험결과에도 근접하였기 때문에 충격 문제에 

대한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증된 소성경화식을 적용하여 비보강판에 대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실시하였다. 슬래밍과 같은 충격 압력 하중을 받는 

평판의 처짐에 대한 설계식을 유도하였는데, 추정값과 수치 

해석에 의한 영구 처짐의 비(Xm)의 평균값이 약 1.0002정도 

이고 , COV는 2.57%정도이다. 제안된 설계식의 사용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보강판에 대한 설계식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충돌 하중을 받는 판구조의 영구처짐에 대한 

소성경화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Cheong, H.K., Hao, H. & Cui, S., 2000.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dynamic post-buckling characteristics of 

rectangular plates under fluid-solid slamming. 

Engineering Structures, 22(8), pp. 947-960. 

Cho, S.R. & Seo, J.S., 2008. Effects of design parameters 

on structural response of stiffened plates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 Proceeding of annual autumn meeting,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Changwon, 

Republic of Korea, 13-14 November 2008. 

Cho, S.R., Dessi, D., Engle, A., Gu, X., Ha T. B., Hodgson, 

T., Imakita, A., Kapsenberg, G., Kukkanen, T., Malenica, 

S., Moan, T., Senjanovic, I. & Singh, S. P., 2009. 

Impulsive pressure loading and response assessment. 

17th International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Congress, 

Seoul, Republic of Korea, 16-21 August 2009. 

Cho, S.R. & Lim, W.R., 2011. Development of Design 

Formula for Predicting Damage Extents of Unstiffened 

Plates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s. The 25th 

Asian-Pacific Technical Exchange and Advisory Meeting 

on Marine Structure, Incheon, Republic of Korea, 26-30 

September 2011. 

Choung, J.M., Cho, S.R.. & Kim, K.S., 2010. Impact test 

simulations of stiffened plates using the micromechanical 

porous plasticity model. Ocean Engineering, 37, 

pp.749-756. 

Choung, J.M., Shim, C.S. & Kim, K.S., 2011. Plasticity and 

Fracture Behaviors of Marine Structural Steel, Part I: 

Theoretical Backgrounds of Strain Hardening and Rate 

Hardening. Ocean Engineering, 25(2), pp.134-144. 

Hollomon J. H., 1945. Tensile Deformation. American 

Institute Mining, Metallurgical & Petroleum Engineers,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February 1945, 

pp.162-268. 

Jones, N., Uran, T. O., & Tekin, S. A., 1970. The dynamic 

plastic behavior of fully clamped rectangular pl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lids and Structures, 6, pp. 

1499-1512. 

Jones, N., 1971. 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the 

progressive collapse strength analysis of tubular offshore 

structures. Solid structures , 7, pp. 1007-1089. 

Jones, N., 1973. Slamming damage, Journal of ship 

research, 17(2), pp. 80-86. 

Kim, Y.G., 2005. Predictions and their applications to 

design of bow impulsive pressure loads due to slamming 

and green water.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2(2), pp. 26-40. 

Lee, S.G. & Kim, M.S., 1999. Development of Structural 

Analysis System of Bow Flare Structures(1) - Prediction 

of Wave Impact Load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36(4), pp. 77-86. 

Mori. K., 1977. Response of the Bottom Plate of High 

Speed Crafts under Impulsive Water Pressure.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Japan, 142, pp. 

297-305. 

Nurick, G. N. & Shave, G. C., 1996. The deformation and 

tearing of thin square plates subjected to impulsive loads 

- An experiment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18(1), pp. 99-116. 

Olson, M. D., Nurick, G. N. & Fagnan, J. R., 1993. 

Deformation and rupture of blast loaded square 

plates-Predictions and experi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13( 2), pp. 279-291. 

Park, B.W. & Cho, S.R., 2006. Simple design formulae for 

predicting the residual damage of unstiffened and 



stiffened plates under explosive loa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32, pp. 1721-1736. 

Sinha, S., Kar, S. & Sarangdhar, D. G., 2008. Development 

of simplified structural design formulation for slamming 

loads. Proceed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ffshore 

Mechanics and Artic Engineering, OMAE 2008-57740, 

15-20 June 2008. 

Yuen, S. C. K. & Nurick, G. N., 2005.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on the response of quadrangular 

stiffened plates, Part I:subjected to uniform blast load.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31, pp. 

55-83. 

 

 

 

 

 

 

 

 

 

 

 

 

 

 

 

 

 

 

 

 

 

 

 

 

 

 

 

 

 

 

 

 

Zhang, L., Egge. ED. & Bruhns, H., 2004. Approval 

procedure concept for alternative arrangements.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lision and Grounding of Ships, Izu, Japan, 25-27 

Octo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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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is well known that arctic and sub-arctic region is huge reserves of hydrocarbons. Especially several oil and natural gas

exploitation projects such as Shtokman field in the Barents Sea and the Yamal in the Kara Sea are expected to be realized

soon. For efficient transportation of hydrocarbons, highly ice capable year-round shipping system is needed and which 

produce much challenges for hull design. Recently IACS UR Polar Class for ice going vessel was issued and continuous rule 

development of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is carried out. But these regulations adopted the general ice load

determination approach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It is required to carry out the direct calculation methodology with 

regard to ice-hull interaction for unique and innovative design of large commercial vessels which could navigate the arctic 

areas. This paper presents the comparison of direct ice load calculation methodology using the analytical approach.  

 

Keywords: Ice load(빙하중), Popov model, Hydro-dynamic model(HDM), Pressure-area relationship, BV IceSTAR, Daley, Krylov, 

Crushing(압쇄) 

 

1. 서 론 

 

최근 한계에 달한 육상 자원의 문제로 자원 개발분야의 

환경은 더 깊어지고(Deeper) 더 가혹해지는(Harsher) 추세에 

있다. 채굴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셰일 가스(Shale Gas)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성과 에너지 수송 경로의 변화에 따른 운송수단에 

대한 논의는 따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Fig. 1 참조) 극지 

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자원 외교 정책에 따라 NSR(Northern Sea Route)에 위치한 

스톡크만(Shtokman) 지역과 야말(Yamal)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프로젝트 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혹한 

환경에서 채취 자원을 안전하게 운송할 극지 운항 선박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2002년 

MSC/Circ.1056 – MEPC/ Circ.399에서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 북극 

유빙해역에서의 선박운항지침’을 발행하였고 2009년 MSC 

86차 회의에서 개정내용을 승인하였다. 또한 ‘Development 

of a 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극해지역 운항 선박에 강제 코드 개발’을 2012년을 목표로 

DE(Sub- 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의 

작업계획으로 채택하여 현재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동향에 근거하여 극지운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빙하중 계산에 대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Fig. 1 Industrial Activities in the Arctic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관련 규정 동향  

 

2002년 IMO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 대에 

독일과 러시아 등은 극지 운항 선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고, 1993년에 OWG(Outside Working 

Group)의 보고서가 IMO에 제출되었다. 이후 IACS에서는 

1996년 AHG/PSR(Ad-Hoc Group to establish Unified 

Requirement for Polar Ships)을 구성하고 오랜 기간의 작업 

끝에 2006년 IACS UR I Polar Class 규정을 발표하였다.  

IMO 가이드 라인은 설계와 운항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ACS UR I Polar Class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DE에서 협의 중인 강제 코드 개발은 강제 규정인 Part 

A와 지침 사항인 Part B로 구성될 예정이며, 세부 항목은 

통신작업반 등을 통하여 논의 중이다. 지난 DE 55차 

회의에서 러시아는 코드 서문에 ‘자국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문구의 삽입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등에서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또한 CNIIMF(Central Marine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에서 발행하고 있는 빙해역 통행증(Ice 

Passort)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정되는 빙해역 운항 

매뉴얼(Ice Operation Manual)이 극지 선박 증명서(Polar 

Ship Certificate)에 첨부 형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일정은 최초 일정 계획에서 조금 지연된 2014년 DE 

58차 회의에서 MEPC 및 MSC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수정되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3. 빙하중 계산법 비교  

 

본 보고서에서 비교 검토할 빙하중 계산법은 크게 

세가지로 Daley 방법, Krylov 방법 그리고 BV IceSTAR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이다.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프로그램의 빙하중 계산식은 하중과 압력의 관계로 

표현된다. 첫째 항은 하중에 관련된 부분으로 운동모델에 

관한 식이고 둘째 항은 압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각각 P-A 

(Pressure-Area)관계, HDM(Hydro Dynamic Model) 및 

MHDM(Modified HDM)을 적용하고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Ice Load Calculation Methodology  

 Daley Krylov BV 

Developer 

Prof. Daley 

(MUN), BMT, 

ABS 

KSRI 
Prof. Tryaskin  

(SMTU), BV 

Calculating 

Equation  

 

 

 

 

 

 

Interaction  

Model 
Popov Model 

Ice Load Model 
Pressure - Area 

Relationship 

Hydro 

Dynamic 

Model 

Modified Hydro  

Dynamic Model 

Ship Speed 
IACS 

Background 

BDSC,  

ESC 

Operating 

Condition 

Ice Thickness 
IACS 

Background 

BDSC,  

ESC 

Statistical Data,  

Guidance Note  

NI543 

Flexural Strength 
IACS 

Background 

Appolonov 

Equation 

Appolonov 

Equation 

Failure Mode 
Crushing, 

Flexural 

Crushing, 

Flexural 

Crushing, 

Flexural, 

Buckling 

Ice Certificate N.A. (Ice Passport) 
Allowable Speed  

Curve 

 

포포브(Popov) 모델l 

프로그램 모두 포포브 충돌 모델을 선박과 빙의 상호거동 

모델로 채용하고 있다.  

충돌지점의 법선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효 질량은 

선박의 질량에 Co(Mass Reduction Factor)를 나누어 

계산하며, 이를 사용하여 선박과 빙의 상호 거동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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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Dynamic Model 

러시아 과학자들은 DBT(Dropping Steel Ball Test) 결과를 

이용하여 빙 하중을 계산하였다. 낙하체와 빙 사이에 

압쇄(Crushing)된 얼음층을 압력에 비례하는 두께를 지닌 

점소성(Visco-plastic) 중간층으로 가정하여 점성 뉴토니안 

유체(Viscous Newtonian Fluid)에 대한 레이놀즈 방정식 

(Reynolds Equation)을 사용하여 빙하중과 압력을 유도 

하였다.  



 

Fig. 2 Illustration of DBT  

 

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도한 최대 하중과 압력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z=0 일 때의 속도, 
3

3
p

kμ  

  
3

3
p

kμ 는 시험으로 구한 빙 특성 

  는 접촉 압력 

   

  는 충돌속도, 

이다.   

 

P-A 관계 

캐나다 등에서 DBT와 MSI (Medium Scale Indenter) 

시험을 수행하며 압력과 접촉 면적을 계측한 결과 HDM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압력 분포와는 달리 국부적인 피크 압력이 

관찰되었다. HDM으로는 상기 현상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므로 P-A관계를 이용하여 빙 압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구조물과 빙판의 접촉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접촉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빙판에서 빙편들이 쪼개어진 

(Spalling) 이후에 분출(Extrusion)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접촉면이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고 이에 따라 

접촉면에서 피크 압력이 발생된다.  

여러 해상 구조물과 MSI 테스트 및 선박의 래밍 및 충돌 

시험에서 계측된 P-A 데이터를 도시한 그림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비교 목적으로 IACS UR PC 1, PC 4, PC 7로 

정의된 P-A 관계 곡선도 각각 나타내었다.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와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에서는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난 

P=8.1A
-0.5

를 설계 곡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Fig. 3 Pressure-Area Relationship  

 

상기 그림의 저자는 Molikpaq 등의 해양 구조물에서 

계측된 빙하중과 Terry Fox 등의 선박과 빙 충돌 시험 등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더 이상 초과할 수 없는 P-A 관계 

곡선으로 P=10.6A
-0.7

을 제시하였다. 기존 계측 자료가 빙의 

최종 강도를 의미한다면, 이 곡선은 발생 가능한 최대 빙 

압력을 의미한다.  

IACS UR의 P-A관계식은 P=PoA
ex
, (ex=-0.1) 로 

정의되어 있으며 CSA보다는 완만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다. 

PC 1의 경우 Po=6.0, PC 7의 경우 Po=1.3을 사용하고 

있으며, Po의 변화로 빙 등급별 압력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Modified Hydro Dynamic Model 

러시아에서는 HDM에 기반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선박 건조에 적용하여 많은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활용법을 발전시켰다. P-A 관계에서는 압입(Indentation)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 하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충돌에서 유효한 접촉면적으로 고려되는 5m
2
 

이하의 데이터에서 산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1998년 ARCDEV(Arctic Demonstra- 

tion Voyage) 프로젝트에서 DBT와 실선 계측을 수행하여 

HDM의 단점으로 제시된 압력의 피크 분포를 보완한 

MHDM(Fig. 4 참조)을 제안하였다.  

선박과 빙 충돌 모델에서 접촉 압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여기서, 는 선박의 빙 압입 속도 

 는 상대좌표이다.   

 

운동 모델과 접촉 압력 관계식을 이용하여 유도된 빙하중, 

선하중, 압력 계산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Fig. 4 Comparison of the Ice Pressure by Experiment, HDM 

and MHDM  

 

빙 두께, 선박 속도: BDSC, ESC 

러시아에서는 극지 운항 선박의 빙 손상사례를 조사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부적인 소성 변형은 허용 

손상으로 규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한 변형(6~8 프레임 

간격)은 비허용 손상으로 규정한 후, 허용 손상의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분류한 후 손상과 구조 강도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각 빙등급 별로 선박 속도와 빙 두께의 

관계를 BDSC(Base Dangerous Service Condition)와 ESC 

(Emergency Service Condition)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BDSC는 이후 러시아 규정 개발의 토대로 활용이 되었고, 

ESC는 운항 시나리오에 따른 선박 구조 강도 평가의 입력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  

BDSC로 정의된 선속과 빙 두께 관계 곡선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또한 비교 목적으로 IACS UR 빙 등급별로 

정의된 선속과 빙 두께를 같이 나타내었다.  

Krylo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할 때에는 

BDSC에서 정의된 곡선 상의 임의의 지점(보통 5개)을 

선정하여 선속과 빙 두께를 결정하고, 각각의 입력 자료로 

계산된 빙하중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빙하중으로 채택한다. 

ESC와 Return Impact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역 및 

빙등급에 따라 하나의 수치로 제시된 선속-빙 두께를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한다.  

Daley 프로그램은 IACS UR PC 제정시 사용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빙하중 계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V IceSTAR는 SMTU(State Marine Technical University 

of Saint-Petersburg)의 Tryaskin교수와 공동연구로 개발 

되었다. 프로그램의 배경은 러시아 방법을 채용하여 Krylov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MHDM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BDSC나 ESC를 사용하지 않고 

운항해역의 빙상정보를 이용하여 빙 두께를 선정하고, 운항 

상황에 따른 선속을 사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Fig. 5 Comparison of BDC and Polar Class  



굽힘 강도 및 굽힘 파단 

빙하중 계산에서 고려되는 빙 파손 모드는 크게 압쇄와 

굽힘 파단이다. IceSTAR는 추가적으로 좌굴 강도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빙판의 좌굴은 빙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에 수직 구조물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선박의 운항 

모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압쇄에 의해 발생되는 빙하중은 앞에서 언급한 P-A 관계, 

HDM 및 MHDM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Daley 방법은 

빙판에 발생하는 수직방향 하중을 경험식인 아래 관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2
••2.1= ifv hF σ  

마찰을 무시할 경우 선체의 접촉면에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sin/••2.1=
12 fx

nifn faPohF ζβσ   

여기서 fa,fx는 Indentation Function  

 

선체에 작용하는 법선 방향 하중을 계산하고 압쇄 하중과 

비교하여 두 가지 파단 모드 중 먼저 발생하는 파손 모드에 

대응하는 빙하중을 선박과 빙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빙하중으로 정의 한다.    

러시아에서는 Fig. 6과 같이 빙 강도 계측 데이터를 2 

슬로프(slope) 곡선으로 단순화 시켜 굽힘 강도와 빙 

두께와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계절별 굽힘 강도와 압쇄 

파라메터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굽힘강도는 빙 

두께에 비례하며, 압쇄 파라메터는 빙 두께 혹은 굽힘강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6 Ice Strength Characteristics  

 

Table 2 Simplification of Flexural Strength and Crushing Ice 

Parameter  

 

Summer-Autumn 

Season 

Winter-Spring 

Season 

2.5m≤h  2.5m�h  2.5m≤h  2.5m�h  

b
σ  

    

c
a  

    

    

 

4. 극지 선박 증명서 배경 및 개요  

 

극지선박 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는 빙해역 

통행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AARI에서 1950년대에 컨셉을 

제안하였고, 1970년대 이후 해운회사의 요구에 따라 

빙상환경에서의 선박 운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급되었으며, 현재는 CNIMMF에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빙해역 통행증의 세부 항목으로는 안전 속도(Safe 

Speed) 다이아그램, 에스코트 운항시 안전 거리(Safe Dist- 

ance of the Escorting) 등이 있다.  

러시아에서 IMO DE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증명서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Fig. 7의 첫 번째 그림은 안전 속도 

다이어그램이다. 선박의 출력을 고려하여 얻을 수 있는 

속도(Attainable Speed)를 점선으로 나타내고, 내빙 구조의 

강도를 고려한 안전 속도를 계산한 후(실선) 두 선을 조합한 

곡선을 해당 빙 두께에 대한 선박의 허용속도(Admissible 

Speed)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빙 밀집도, 빙 두께를 고려하여 쇄빙선과 

에스코트 되는 선박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동시 

소요되는 거리를 정의한 안전 거리 다이어그램도 있다.  

빙해역 통행증의 이론적 배경과 계산 방법에 대한 자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캐나다의 쇄빙선에 대한 발급 

내용이 논문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안전 속도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선수부 내빙 

구조 그릴리지(Fig. 7 의 1,2,3 영역) 해석을 통하여 임계 

하중을 계산한다. 빙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빙 압력과 

패치 높이인데, 이 인자들은 HDM을 사용하여 속도와 빙 

두께로 표현이 가능하다. 세 영역에 대한 그릴리지 해석 

결과(압력과 하중 작용 패치 높이의 관계)를 속도와 빙 

두께의 관계로 환산하여 나타낸 후, 모든 결과를 포함하는 

곡선(Envelop Curve)을 안전 속도 다이어그램으로 결정한다. 



이때, 임계하중을 항복 조건으로 계산하면 안전 속도가 

계산되고, 최종강도 조건으로 계산하면 위험 속도(Danger- 

ous Speed)가 계산된다. IceSTAR에는 상기와 유사한 

개념인 허용 속도(Allowable Speed)를 계산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Fig. 7 Safe Speed Diagram  

 

5. 빙하중 계산 결과 

 

당사에서 개발한 극지운항 쇄빙 상선 선형을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하였다. 해석 대상 선형은 선수 쇄빙 운항 

모드로 설계 되었기 때문에 선수부위에 발생하는 빙하중만 

계산하였다.  

BV IceSTAR 프로그램은 실제 운항 해역의 빙상정보를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할 수 있다. 가용한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빙상 정보를 이용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BV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빙상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도출한 

빙 두께, 빙 물성치, 빙편의 사이즈를 계산에 활용한다. 실제 

항로를 참조하여 도출한 빙상정보는 설계조건으로 사용되는 

IACS UR의 파라미터와, BDSC의 선속과 빙 두께에 

대비하여 그 수치가 감소하여 설계 하중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결과가 계산되었다. 설계하중과 비교를 위하여 BDSC 

ARC 5, ARC 6로 정의된 곡선에서 선속과 빙두께를 

추출하여 IceSTAR 빙하중 계산의 입력 조건으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러시아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Daley 방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빙등급으로 추정되는 PC4 

파라미터를 이용한 빙하중을 계산하였고 IACS UR PC4 설계 

빙하중을 같이 Fig. 8~9에 나타내었다.  

 

 
 

 
 

 
Fig. 8 Ice Load Comparison  



 

 

 

 

Fig. 9 Ice Line Load Distribution using IceSTAR  

 

6. 결 론 

 

극지 운항 선박에 발생 가능한 선박과 빙판의 상호거동을 

고려한 빙하중 직접 계산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해석적인 방법으로 빙하중을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러시아 지역 빙데이터와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발전된 HDM이나 MHDM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프로그램과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발전된 P-A 관계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NSR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HDM이나 MHDM을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하고, 

North-West Passage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P-A 

관계를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하는 것이 각각의 이론적인 

배경과 관련 기국 및 항만국의 정책에 부합될 것이다.  

러시아의 빙해역 통행증 제도를 접목한 빙해역 운항 

메뉴얼이 증명서의 개념으로 발급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계산 과정 중 중요한 부분인 구조와 빙 상호 

거동 모델을 속도와 빙 두께의 관계로 나타내는 모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차기 IMO DE 회의 

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검증용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능에 대한 방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빙하중 평가 기술은 경험식 기반의 선급 

규정 하중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위험도 분석과 

연계하여 시나리오 기반 직접강도 계산의 하중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극지 운항 선박의 강건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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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damage to ice class ship side structure) 

 
1민덕기(현대미포조선), 2허영미(현대미포조선), 3조상래(울산대학교) 

 

 

요 약 

 

Abstract 

 

Structural damages of ice class ship side structure have been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of literature and simulated by

means of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to estimate the loads causing those damages. The estimated loads have been

compared to those which were performed by other researchers. Ranki’s formula for transverse framing system and

Hayward’s formula for longitudinal framing system nearly agree with the estimated loads. Also, differences in structural

damages at room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were evaluated from the viewpoint of structural strength and cost in

case D grade high tensile steel is employed instead of A grade mild steel. From this study, it is noticed that damages can

be minimized at minimal cost if D grade high tensile steel is applied to ice class ship side structures instead of A grade

mild steel only within ice belt zone of ice class ship. 

 

Keyword: Ice class ship, Ice load, Low temperature, Ice belt zones, high tensile steel 

 

1. Introduction 
 

It is very hard to exactly define the ice loads acting on 

side shell structures quantitatively. It is variable 

depending on ship’s condition and status of ice. 

Therefore, guideline for ice loads have been proposed 

by statistical treatment of the measured loads through 

strain gauges or pressure sensors from a ship in service 

in the area of ice. Kujala et al.(1994) performed the 

measurement on MS Kemira and analyzed the results, 

based on which a guideline was developed.  

Structural damages of ice class ship side structure 

have been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of literature and 

simulated by means of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to 

estimate the loads causing those damages. The 

estimated loads have been compared to those which 

were performed by other researchers. Differences in 

structural damages at room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were evaluated from the viewpoint of 

structural strength and cost in case D grade high tensile 

steel is employed instead of A grade mild steel.  

 

2. Damages to ice class ship side 

structures 

 

Kujala(1991) investigated sixty one(61) vessels which 

plied in the Baltic sea during the winter 1984 to 1987 

and reported damages in detail.  

Gathering the damage statistics started during the 

winter 1984 and continued until the winter 1987. The 

ships were visually surveyed while in dry dock. The 

damag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shape of the deflections. The damage can be a 

permanent deflection of the shell plating between 

frames or it can consist of deformation of large area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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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llapse of frames and webframes. Normally a 

visual survey was conducted. In case of damages on 

large areas stereo photography was applied to obtain 

the shape of the damage. 

And also Hänninen(2003) investigated one hundred 

and eleven(111) vessels which navigated the Baltic sea 

during the winter 2002 to 2003. Damages were found 

from the twenty seven(27) vessels among one hundred 

and eleven vessels. However, Hänninen did not 

describe the scantling and the arrangement of structural 

members, but reported only permanent deformation of 

hull structure.  

Hence, this study has mainly referred the research 

performed by Kujala(1991). The principal particulars 

of damaged twenty eight vessels that had been 

investigated by Kujala are listed in Table 1. As shown 

in Table 1, most of the damaged vessels have ice class 

1A or 1A Super and have transverse framing system. 

Of one hundred and seventy two(172) vessels 

investigated by Kujala and Hänninen, total fifty 

five(55) vessels were damaged. These damages are 

sorted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structural elements 

in Fig.1 and Fig.2. As shown in Fig.1 and Fig.2, it is 

noticed that more than half of damages have been 

found in the region of midship and on plates. Fig.3 

shows the typical ice induced damage on the side shell 

plate.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d on the 

damages at midship area.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for 

the damages of six(6) vessels which were selected from 

investigation by Kujala(1991). The selected vessels for 

the analysis and the estimated ice loads by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are listed in Table 2. 

Abaqus/Standard has been utilized to simulate the 

damages and estimate the ice loads causing those 

damages. 

 

 

Fig. 1 Location of damage 

 

 

Fig. 2 Structural elements damaged 

 

 

Fig.3 Typical ice induced damage on the side shell 

plate 

 

Many researchers studied the reported damage cases. 

Ranki(1986) proposed the formula to estimate the load 

to cause the permanent deflection on the transversely 

or longitudinally framed plating. Ranki’s formula is the 

same for the transversely and longitudinally framed 

plating.  

On the other hand, Hayward(2001) proposed the 

separate formula for transversely or longitudinally 

framed plating. 

Jia et al.(2009) carried out dynamic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with the analysis model including 

level ice. Abaqus/Explicit has been utilized for the 

dynamic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Yield stress of 

level ice was set to 35MPa and 40MPa at 0.5% strain. 

And the velocity of colliding structure was 2.0 knots 

and 6.7 knots. 

 

Table 1 Main particulars of the ships included in the 

study 

Ship 

no. 
Type 

Ic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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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and 

formula proposed by Ranki and Hayward on plating 

 

Kujala(1991) described that the ice load to cause the 

damages is decreased exponentially as the load length 

increases based on Ranki’s formula. However, as 

shown in Fig.4, the estimated loads by nonlinear do not 

decrease exponentially where the load length is longer 

than 2.5m(i.e., longitudinally framing plating). 

Valkonen(2006) has revealed the similar results. 

Valkonen estimated the ice load causing the damage of 

the ship 45 listed in Table 2. The load and load length 

that Valkonen calculated were 1,701KN/m and 2358 m, 

which nearly agree with that in this study.  

In conclusion, as shown in Table 2 and Fig.4, Ranki’s 

formula is appropriate for transverse framing system 

and Hayward’s formula for longitudinal framing 

system, compared to the results from the estimated 

loads by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Therefore, Ranki’s formula for transverse fram

ing plating and Hayward’s formula for longitu

dinal framing plating are recommended to be 

utilized in order to estimate the loads causing 

the damages to plates  in the region of 

midship. 



 

3. Economic evaluation in case 

DH-steel is applied to side 

structures of ice class vessels 
 

Ice class vessel is classified into two groups normally. 

The ice strengthened ship needs assistance of a Ice 

breaker. Ice breaker breaks down sea ice ahead and a 

ice strengthened ship is going through the channel. A 

ice breaking vessel is breaking the sea ice herself and 

making a voyage in icy waters.  

A ice strengthened ship is built mainly in accordance 

with FMA(Finnish Maritime Administration) and 

IACS Polar Class Rule defines requirements for a ice 

breaking ship. While FMA dose not have any 

requirements for materials of side shell plating, IACS 

Polar Class Rule defines the materials for side shell 

plating within ice belt zones according to Ice class 

grade and plate thickness, requiring D or E grade steel 

mainly.  

Classification societies provide Class Notation 

stipulating requirements for the materials of ice 

strengthened ship side shell plating as ship owner’s 

options. The grade of steel is decided according to the 

plate thickness and the temperature the Owner wants to 

be set to. The requirements of Class Notation are 

applied to all plates and stiffeners exposed to weather 

part. Therefore, The steel grade of structural members 

not only within ice belt zone but also above ship’s draft 

has to comply the requirements of Class Notation. 

DH or EH steels amount to about 900 tones in case 

DH or EH steels are used only within ice belt zone 

without applying Class Notation. Assuming DH36 

steel is used for side shell plates instead of A grade 

mild steel, nonlinear structural analyses have been 

again carried out in the same manner as performed in 

Chapter 2. The ice loads in the analysis model were 

those estimated in Chapter 2 to cause the damages to 

the vessels listed in Table 2.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in Table 3, which shows that the 

permanent deflections on transverse framing side shell 

plating are reduced by 70 to 90% at room temperature 

by 80 to 95% at low temperature if DH36 steel is used 

within ice belt zones instead of A grade mile steel.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 in permanent deflection 

on longitudinally framing side shell plating is not 

dominant. Therefore, most of damages would have 

prevented if DH steel had been used for side shell 

plating of the vessels that Kujala investigated. 

 

Table 3 Permanent deformation for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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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st of mild steel , A-grade high tensile s

teel and D/E-grade high tensile steel  

Grade Cost(USD/ton) Remark 

A 930  

 

 

Including Class Fee 

(based on DNV) 

AH32 950(20↑) 

AH36 980(50↑) 

DH32 1,020(90↑) 

DH36 1,040(110↑) 

EH32 1,050(120↑) 

EH36 1,060(130↑) 

 

From Table 4, DH36 steel is expensive by 110 USD 

per ton compared to A grade mild steel. Accordingly, 

additional costs of 99,000 USD will be incurred as 

DH36 steel is used instead of A Grade mild steel for 

side shell plating of ice strengthened ship. 

 

 

 



4. Conclusion 

 

From this study, it is noticed that the damage 

occurrence in the vessels navigating in ice condition is 

high in the region of midship and on plates. .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o 

simulate the damages and estimate the ice loads 

causing the damages to ice class ship side structures. 

Ranki’s formula is appropriate for transverse framing 

system and Hayward’s formula for longitudinal 

framing system, compared to the results from the 

estimated loads by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Assuming DH36 steel is used for side shell plates 

instead of A grade mild steel, nonlinear structural 

analyses have been to figure out the difference in 

permanent deflection for the case of using the different 

material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ermanent 

deflections on transverse framing side shell plating are 

reduced by 70 to 90% at room temperature by 80 to 

95% at low temperature if DH36 steel is used within 

ice belt zones instead of A grade mile steel. Therefore, 

most of damages would have prevented if DH steel had 

been used for side shell plating of the ice class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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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자료의 sampling rate가 극한파의 통계에 미치는 영향

김도영 (홍익대학교)

요 약

해양파 자료의 sampling rate에 따라 각종 통계적 특성이 변화한다.  sampling rate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의 크기는 파랑의 주기가 커

지면 줄어든다. 스펙트럼의 대역폭은 sampling rate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sampling rate에  의한 유의파고의 오차는 Hs

가 H1/3보다 작게 나타난다. 해양파의 계측에서 1Hz의 이상의 samping rate로 계측한 자료는 극한파의 크기에는 5% 이하의 오차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 Ocean Wave statistics (해양파 통계특성), sampling rate (샘플링 레이트), extreme wave height (극한파고)

1. 서 론

파랑자료를 취득할 때 사용된 sampling rate는 파랑자료의 통

계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Sampling rate가 낮으면 파고

의 분포는 레일리분포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며, 극한파의 발생확

률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Stansell 등[2002]). 또 

sampling frequency에 따라 파랑스펙트럼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Tucker[1991]). 현재 해양에서 파랑을 계측하는 파

고계에서 많은 경우 1Hz 근처의 sampling rate로 자료를 측정하

고 있다. 특히 이전에 기록되 파고자료는 저장 용량의 문제 때문

에 높은 sampling rate를 사용한 것이 많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sampling rate를 사용해야 해양파의 통계적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파랑자료의 구성

먼저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파랑스펙트럼에서 지속시간 T동안

의  파형의 시계열 자료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을 하였다.

  
 



      





(2)

   ∼   (3)





(4)

시계열자료의 시간간격을 △t라하면 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

 



(5)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Bretschneider spectrum을 사용하

여 파랑자료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6)

A와 B의 값은 스펙트럼법에서 정의된 유의파고 Hs와 영점상

향주기 Tz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개별파법에 의한 각종 파고와 통계특성치 및 주기, 스펙트럼

법에 의한 특성치와 파형의 분포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sampling 

rate가 자료에 통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파형 의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7)

    (8)

  


(9)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10)

 





(11)

여기서 p는 파형의 확률분포, 는 평균(mean), 는 분산

(variance), 는 비대칭도(skewness), 는 첨도(kurtosis)이다.

스펙트럼법에 의한 유의파고 Hs, 평균영점상향주기 및 스펙트

럼의 대역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onguet-Higgins[1980]).

   (12)

파랑스펙트럼의 대역폭을 다음과 같이 정의 은 하였다. 

 









 (13)

 






(14)

Freak wave와 같은 극한 파를 정의하는 이상지수 AI 

(abnormality index)는 아래 같이 정의 된다(Kalif 등[2009]).

 



≥  (15)

3. 파랑자료의 해석

본 논문에서는 △t = 0.2 s로 파형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파형자료의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주어진 기본 파형에서 △t = 

0.2 ~ 1.8 s 까지 0.2 간격으로 파랑자료를 이산화하여 각 자료

의 통계적인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1에 해당하는 주기와 주파수를 표시하였다.

 

Hz

0.2 5.00

0.4 2.50

0.6 1.67

0.8 1.25

1.0 1.00

1.2 0.83

1.4 0.71

1.6 0.625

1.8 0.56

Table 1. Sampling period and rates

파랑자료의 계산은 H = 2mn Tz = 4s와 H=5m, Tz = 8s 두가

지 경우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Fig. 1에서 여라 가지 파고의 

값을 sampling rate와 비교를 하였다. 이 그림에서 dt = 0.8까지

는 각종 파고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이상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스펙트럼의 파라미터를 표

시한 Fig. 2에서도 확실히 볼 수 있다. 영점상향통과주기는 dt가 

0.8보다 커지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펙

트럼의 면적으로 정의된 유의파고 Hs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역폭 파라미터는 dt의 크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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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ous wave heights vs sampling rate 

(H = 2m and Tz = 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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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ous parameters from wave spectrum vs. 

sampling rates. (H = 2m and Tz = 4s)



Fig. 3,은 파형의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첨도는 dt가  0.8이상에서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표준편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대칭도는 값이 음양의 값으로 변동하면서 다소 변동 폭이 커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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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ous wave elevation distribution vs. sampling 

rates. (H = 2m and Tz = 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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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ous wave heights vs sampling rate 

(H = 5m and Tz = 8s)

Fig. 4-5에서는 H=5m, Tz = 8s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 dt = 0.8까지는 각종 파고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이상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대파고의 값

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에서도 영점상향통과주기는 dt가 0.8보다 커지면 급격

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Hs의 값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역폭 파라미터의 크기는 앞에서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dt가 커지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은 파형의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첨도는 dt가  0.8이상에서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편차와 비대칭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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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ous parameters from wave spectrum vs. 

sampling rates. (H = 5m and Tz = 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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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ous wave elevation distribution vs. sampling 

rates. (H = 5m and Tz = 8s)

Fig. 7 freak wave의 판정 기준이 되는 이상지수(AI)를 표시하

였다. AI가 2 이상이면 freak wave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그림



에서도 dt가 커지면서 AI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z

가 큰 경우가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8

에서는 H1/3/Hs의 비를 표시하였다. 이 비는 개별파법과 스펙트

럼법에 의한 유의파고의 상대 크기의 비이다. 일반적으로 해양파

에서는 0.9 ~ 1.0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H5T8에서는 일상적인 

범위에서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H2T4에서는 dt가 1보

다 큰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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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애 Hmax값에 나타나는 퍼센트 오차를 표시를 하였다. 

dt = 0.8s (1.25 Hz)까지는 오차가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dt = 1.0 s (1Hz)까지는 오차가 5% 이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Hs = 2m Tz = 4s

(%)

Hs = 5m Tz = 8s

(%)

0.2 0 0

0.4 0 0

0.6 0 1.2

0.8 0 0

1.0 3.6 4.8

1.2 0 3.4

1.4 11.9 2.4

1.6 25.0 11.6

1.8 30% 5.7

Table 2. Percent error in Hmax prediction

4. 결 론

해양파 자료의 sampling rate에 따라 각종 통계적 특성이 크

게 변하는 것을 시뮬레이션된 파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영점

상향주기가 4초와 8초인 파랑을 살펴보았다. 두 파랑자료 모두 

sampling rate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각종 파랑의 통계 특성이 

원 값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대파고

의 변동폭은 다른 통계특성치에 비해 비교적 작은 변화를 보여주

었으며, 스펙트럼의 대역폭은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Sampling rate의 크기는 파랑의 주기와 상대적인 관계가 있

다. 즉 평균주기가 긴 파랑자료의 계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sampling rate를 사용해도 오차의 크기가 주기가 짧은 경우에 비

해서 작게 발생한다. sampling rate 변화에  의한 유의파고의 오

차는 Hs가 H1/3보다 작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극한파는 주기기 8초 이상이 

되기 때문에 1Hz의 samping rate로 계측한 자료는 파랑의 통계

특성치는 원 파랑의 특성치와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극

한파의 발생확률과 크기에 5% 이하의 오차를 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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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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highest 

importance task for the safety assessment and rational design of the structure. In general, thin

plates are often used in cruise ship/high speed vessel structures, for example at deck plating, 

side shell plating and inside structure. It has been known that reducing the thickness of plating 

dramatically reduces the buckling strength of a steel plate subjected to in-plane compression 

and shear loading, and the ultimate strength of it is also expected to decrease. 

  In the present paper, to clarify and examine the fundamental buckling and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s of thin plates subjected to in-plane compression and in-plane edge shear 

load, a series of elastic and elasto-plastic large deflection analyses are performed applying 

nonlinear FEM codes, MSC Patran/Nastran.  

On the basis of the numerical results, influences of yielding stress, thickness of plating, 

slenderness ratio, loading condi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ckling/ultimate strength and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of steel plates, are discussed. It is shown that the ultimate 

strength formula developed for a flat plate can give a reasonable estimate of strength, when the

newly defined double beta parameter considering the change of yield strength as well as 

slenderness ratio. It is our hope that the obtained ultimate strength formulation would be used as 

practical design guideline to predict ultimate strength of steel flat plates in the field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Keywords: Yielding stress(항복응력), Slenderness ratio(세장비), Nonlinear buckling strength(비선형 좌굴강도) 

 

1. Introduction 

Steel flat plates are extensively used in 

ship structures as well as offshore 

structures. Steel plates such as deck plating, 

side shell plating at fore and aft parts, inner 

cargo tank part are normally assembled. It is 

believed that such steel plates can be used 

fundamentally by a part of a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subjected to axial 

loading produced by hull girder bending 

from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 From 

the estimations using steel flat plate, it is 

known that in general, thickness of plating 

increases the buckling strength as well as 

ultimate strength of a steel plate subjected 

to in-plane compression and edge shear 

load. However, in spite of wide use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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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members, the practical method for 

structural assessment on buckling/ultimate 

strength of steel plate has not clearly 

established yet. Some reference of finite 

element analysis and class rules which deals 

with the buckling strength of steel plate as a 

part of ship structures exist, but the result of 

FEA and related rules indicate different 

design values.  

 

In addition to this contradiction, the 

absence of validation by relevant 

experimental investigations invokes the 

need for an improved design procedure of 

steel plates. Therefore, development of well 

predictable and integrated rules for steel 

plate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total 

safety of any type of ship structure as an 

urgent task in the shipbuilding industries.  

 

In the present paper, to clarify and 

examine the fundamental buckling and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s of steel plate 

under axial compression and in-plane edge 

shear load, a series of elasto-plastic large 

deflection analyses are performed together 

with the comparisons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 (so-called Euler equation) with 

Johnson-ostenfeld plastic correction 

including nonlinear effects. From basis of 

the numerical results, the effects of 

slenderness ratio ( β ), yielding stress ( y
σ ) 

and loading condi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behavior of steel plates subjected 

to environmental condition are discussed.     

  

 Based on the series of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calculations for all edges 

simply supporting plating, empirical 

formulas are developed as curve fitting 

approach in order to predict the ultimate 

strength of steel plates. The predicted 

results show a good accuracy comparing to 

the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1.1 Literature survey 

At the beginning, a brief review is made on 

previous research works related to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behavior of flat plates 

and stiffened plates.  

Douglas Faulkner (1975) concerns the 

behavior of unstiffened long plate element in 

compression, which is referred to as 

effective “width” effect. He also proposed 

the ultimate strength formula based on the 

reduced effective width concept for defining 

plate element stiffness, as required for use 

in stiffened-plate collapse theories.  

J. M. Frankland (1940) reviewed given of 

the experimental work on the strength of 

plating in compression, stiffened and 

unstiffened, on the strength of stiffeners, 

and on the strength of plating with lightening 

holes. The data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other investigators in this 

field.  

Paik et al. (2008) performed a series of 

benchmark studies on the methods for 

ultimate limit state assessment.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ultimate strength behavior 

of a plate is significant affected by 

parameters such as the initial deflection 

shape and boundary conditions of the plate 

as well as loading conditions. 

Fujikubo et al. (2005) developed a simplified 

method of estimating the ultimate strength 

of a continuous plate, which is typical in 

ship bottom plating, subjected to combined 

transverse thrust and lateral pressure. The 

effect of rotational restraints caused by 

lateral pressure actions along support 

members and a change in the collapse 

mode from a simply supported mode to a 

clamped mode with an increase in lateral 

pressure are explicitly taken into account. 

The proposed formula gives accurate 

predictions of ultimate strength in 

comparison to FEA results. 

 

 



 

 

2. FE Model and Calculation Method 

 

Fig. 1 Steel flat plate under biaxial load and 

in-plane edge shear load 

 

The target steel plate with all edges simply 

supported condition is shown in Fig. 1. The 

steel plates have the dimensions of a in 

length, b in width, t in thickness where the 

length b is kept constant as 840mm 

throughout the present study.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width b and the 

plate with all edges simply supported 

boundary condition as shown in the Figure. 
 

2.1 Initial imperfections 

In advanced ship structural design, 

load-carrying capacity calculations of 

plating should be considered initial 

imperfections induced by welding and 

cutting process as parameters of influence. 

The initial buckling mode obtained by 

Eigen-value analysis by using FEM is used 

initial shape imperfection throughout whole 

analysis. The authors suggest the following 

maximum values of representative initial 

deflections for plating in merchant vessel 

structures which may be used to 

approximate oplw
 in equation 1.1 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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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terial properties 

The steel plates analyzed using the one 

bay model had material properties as shown 

in Table 1. The analysis models 

incorporated an idealized elastic-perfectly 

plastic stress and strain curve, and t he 

strain hardening rate is set as zero. Isotro

pic hardening law is assumed employing 

von Mises’s yield condition.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steel plate 

b (mm) 840 

a (mm) 3,020 

Material High tensile steel 

Yield strength (MPa) 235-800 

Young’s modulus 

(MPa) 
206000 

Poisson ratio 0.3 

 

2.3 Calculation method 

 

The conventional Newton-Raphson 

method fails because of the singularity of 

the stiffness matrix and a diverging solution. 

In general, the Arc-length methods avoid 

this situation and it is suitable for nonlinear 

static equilibrium solutions of unstable 

problems such as snap-through or 

snap-back behavior. In the present study 

considered material and geometric nonlinear 

analysis should be undertaken using 

commercial FEM code, MSC NASTRAN, 

[2005] which is a general purpose finite 

element method package. The arc-length 

method involves the tracing of a complex 

path in the load-displacement response into 

the buckling/post buckling regimes. For 



 

 

problems with sharp turns in the 

load-displacement curve or path dependent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rc-length radius (arc-length load step size) 

using the initial arc-length radius. During 

the solution, the Arc-length method will vary 

the arc-length radius at each arc-length 

sub step according to the degree of 

nonlinearities that is involved. 

 

3. FE-Results and Discussion 

 

A series of FEM analysis are performed by 

changing the slenderness ratio of the steel 

plates from 0.94 to 8.72. This slenderness 

ratio is obtained by changing the thickness 

of the plate between 6 mm and 30 mm 

whereas keeping the breadth and the length 

of the plate as 840 mm and 3,020 mm, 

respectively. The yielding stress is 

considered range to change from 235MPa 

to 800MPa. The detailed parameter using 

series analysis indicates the below Table 2. 

 

Table 2 Analysis scenario of steel plate  

Loading condition Thickness (mm) 

Longitudinal 

compression 

6, 8, 10, 12, 14, 

16, 18, 20, 25, 30 

Transverse 

compression 

6, 8, 10, 12, 14, 

16, 18, 20, 25, 30 

In plane edge shear 

6, 8, 10, 12, 14, 

16, 18, 20, 25, 30 

 

Figure 2 shows relationship of between 

ultimate strength and plate thickness varying 

yielding stress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The big differences of 

ultimate strength at the thinner plate 

according to change in the yielding stress.  

Most of buckling calculation of steel 

plated structures have been used the 

theoretical formulation as named “Euler” 

equation as refer to equation 3.1. This 

formulation follows calculation of plasticity 

correction by Johnson-Ostenfeld. In general, 

initial buckling calculation by Euler equation 

(
E

σ ) is higher than yield stress, so it is 

needed to modify the buckling stress with 

plastic correction method. In case of Euler 

buckling stress come out greater than half 

of the yield stress (
Y

σ ), the critical buckling 

stress is given by ( )1 / 4
J O Y E Y

σ σ σ σ
−

= − ×⎡ ⎤⎣ ⎦ ; 

assuming that the proportional limit is 0.5
Y

σ .  

 

Figure 2, 3 and 4 shows the comparison 

results between theoretical formulation with 

plastic correction and ultimate strength 

obtained by FEA varying loa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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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omparison of theoretical buckling 

formula and FE-A results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varying yielding stress 



 

 

 

Fig. 3 A comparison of theoretical buckling 

formula and FE-A results under transversal 

compression varying yielding stress 

 

 

Fig. 4 A comparison of theoretical buckling 

formula and FE-A results under in-plane 

edge shear load varying yielding stress 

 

It is seen that comparisons of between 

ultimate strength and buckling strength for 

thinner plate gives too different results 

varying increase the yielding stress. To 

increase of the yielding stress in the thin 

plate could be easily occurred elastic 

buckling subjected to in-plane compression 

and edge shear load and the theoretical 

formula could not reflect the change of 

yielding stress. 

 

 

(a) Yielding stress = 315MPa 

 

(b) Yielding stress = 700MPa 

Fig. 5 A comparison of empirical 

ultimate strength formula and present 

results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Figure 5 shows relationships of 

dimensionless ultimate strength and 

slenderness ratio varying different prediction 

method. It is seen that empirical formula 

(Faulkner and Frankland) as well as IACS 

CSR criterion gives too conservative 



 

 

estimation for ultimate strength at thinner 

plate. Because of this, the previous method 

has a limitation to apply the thinner steel 

plate (slenderness ratio greater than 4.0). 

Based on the results from numerical 

simulation shows slightly reduced the 

load-carrying capacity after slenderness 

ratio 4.0 according to reduced the thickness 

of plating.  

 

 

4. Ultimate strength formulation 

    Based on the numerical FE-result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steel plates 

subjected to compressive load may be 

empirically derived by curve fitting as follows; 

The new expression of the Frankland’s 

formula[1940] used including new 

coefficients as below equation 4.1.  

 

▪ Frankland’s ultimate strength formula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4.1) 

 

It was already adopted by the US Navy. This 

expression has a same general form as the 

one due to Faulkner to Guedes Soares but 

the coefficients are different, leading to a 

more conservative prediction. The coefficient 

C1, C2 assumed as function of double 

slenderness ratio, and correction factors (C3 ) 

represents the effect of change in the 

thickness of plate. The accuracy of the 

present formula plotted against slenderness 

ratio is checked by a comparison with finite 

element results, as shown in Fig. 6, 7 and 8. 

 

It is noted that correlation ratio and 

percentage of covariance of the error in the 

empirical formula against FEA is 0.99 and 

3.7%, of the steel plate subjected to 

longitudinal compression. Also, the empirical 

formula correlated with 0.99 and percentage 

of covariance of the error is 2.3% against the 

ultimate strength obtained by FEA of steel 

plate under transverse compression. In case 

of plate under shear load shows same 

correlation comparing the others, and 

percentage of covariance of the error is 

4.2%.  

The newly developed ultimate strength 

formula for steel plate can give a reasonable 

estimation comparing FEM results. 

 

 

Fig 6. Correlation of the empirical formula 

with ultimate strength obtained by FEM of 

steel plates under longi. compressive load 

 

Fig 7. Correlation of the empirical formula with ultimate 

strength obtained by FEM of steel plates under trans. 

compress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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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rrelation of the empirical formula 

with ultimate strength obtained by FEM of 

steel plates under in-plane edge shear load 

 

5.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clarify and examine the fundamental ultimate 

buckling/elasto-plastic collapse behavior and 

ultimate strength of steel plate under a 

variety of loading conditions (bi-axial and 

in-plane edge shear load).  

On the basis of the calculated results, the 

effects of slenderness ratio, yielding stress 

and loading effect on the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have been discussed. 

Especially, a simple formulation is developed 

as an efficient method to predict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thinner plate.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cluded: 
 

1. Steel plate under in-plane compression 

and edge shear load compression gives a 

big difference a comparison of between 

ultimate strength and buckling strength. 

Because the theoretical formula could 

not consider the change of yielding 

stress. 

 

 

 

2.  In case of thin plate with a high strength 

material, elastic buckling could be 

occurred in the early stage comparing 

material of low strength and theoretical 

formula gives a very conservative 

prediction for ultimate strength of thin 

plate. It is needed to modify or develop 

the advanced formulation in order to 

reasonable prediction of ultimate 

strength. 

3.  The ultimate strength of a steel plate is 

significantly reduced when the 

slenderness ratio over 4.0. This is a big 

discrepancy comparing FE-calculation. 

 

4. The steel plate under trasversal 

compression underestimates the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with 

decrease in the thickness. This is mainly 

induced by collapse pattern.   

5.  A simple formula developed for a steel 

plate can give a reasonable estimate of 

ultimate strength of steel plate under a 

variety of loading conditions 

(longitudinal/transverse compressive 

load and in-plane edge shear load) 

 

6.  The developed empirical formula has a 

good correlation to predict the ultimate 

strength comparing the FE-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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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clarify the fundamental post-buckling behavior 
including elasto-plastic collapse of circular cylinder subjected to axial loading. A series of 
elastic and elasto-plastic large deflection analyses as well as elastic eigen buckling 
analysis are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numerical results, the effects of curvature (R/t),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 buckling and collapse 
behavior of circular cylinder under design loads are discussed. The obtained critical 
buckling stress will be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formulations of Timoshenko. 

 

Keywords: Post-Buckling, Collapse, circular cylinder, axial compression, aspect ratio, 
initial imperfection, critical buckling stress. 

 

1. GENERAL INSTRUCTIONS 

 

Pipelines constitute a vital means of 

transporting and distributing liquids and gases 

such as oil, gas and water over large geographical 

areas. These pipelines which act as circular 

cylinders have also become one of the main 

means of transporting oil and gas offshore where 

buckle propagations takes place. 

A correct design of these circular cylinders is 

essential, taking due consideration with regard to 

its buckling phenomena. The circular cylinder can 

be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due to which 

buckling might occur thus leading to a global 

collapse (e.g.: Sub-sea pipe lines, offshore jacket 

legs, pipes, tanks). The high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oil/gases & the sea water 

temperature cause the axial compression causing 

buckling failures. Hen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ost-buckling and collapse 

behavior of these thin-walled circular cylinders. 

1.1. LITERATURE SURVEY 

 

The first predictions for the buckling strength of 

a circular cylinder under uniform axial 

compression were made by Lorenz(1908, 1911), 

Timoshenko (1910, 1914), and Southwell(1914). 

These solutions are restricted to perfect cylinders 

of moderate length and assumed simply supported 

end conditions, a uniform membrane buckling 

stress distribution, and elastic material behaviour. 

The resulting classical elastic buckling stress 
cl

 

is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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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t is the wall 

thickness, and R the radius of the cylinder, 

respectively. This formula is well known in the 

below format, valid for steel (  = 0.3) circular 

cylinders. 

0.605cl

t
E

R
 

James G.A. Croll (1997) established an 

alternativ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mechanics for, and a more direct and simplified 

analysis of, the upheaval buckling of systems 

containing initial imperfections is established. 

Fausto Andreuzzi & Arcangelo Perrone (2001) 

evaluated the conditions that generate the local 

buckling in a buried pipeline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cross its wall. The transport pipelines 

are often subjected to thermal gradients since the 

fluid temperature inside the pipe is greater than 

the external one. J.P.Ballet & R.E.Hobbs (1992) 

found asymmetric results at a lower critical 

temperature than the symmetric mode and shear 

load.  

H.S.Choi (2001) established a rigorous 

procedure on the free span analysis of offshore 

pipelines. Jianghong Xue & Michelle S.Hoo Fatt 

(2001) said that the propagation pressure 

decreases with both the thickness and angular 

extent of the reduced section. I.P.Pasqualino & 

S.F.Estefen (2001) proposed a theoretical explicit 

formulation for numerical simulation of the buckle 

propagation in deepwater pipelines. Knut 

O.Ronold (1995) explained the occurrences of the 

free spans of submarine pipelines.  Rel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event where the span 

length exceeds a critical threshold during the 

laying of pipeline. Heedo Yun & Stelios Kyriakides 

(1990) demonstrated that initial geometric 

imperfections can strongly influence the critical 

loads and strains of both types of instability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two modes of 

buckling interact are also discussed. 

2. FE MODEL & METHOD 

 

  The pipe line i.e. circular cylinder considered is 

shown in Fig. 1. The radius of the circular cylinder 

is 500mm. The length to radius is 4.0 and the 

thickness is fixed to 15mm. Later the aspect ratio 

is varied between 1.0 to 6.0.  

 

 

 

 

 

 

 

 

Fig. 1 Circular cylinder  

2.1 Initial imperfections 

To account for the buckling strength of the 

circular cylinder due to any kind of production 

related pre-damages, initial imperfections are 

considered. Different levels of initial imperfections 

i.e. 1%, 10%, 30%, 40%, 50% on the cylinder wall 

are considered to study its post buckling behavior.  

2.2 Material properties 

The thin pipe circular cylinder is analyzed using 

the material properties as shown in Table 1.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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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 assumed to be Isotropic. The FE model 

is idealized to be an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circular cylinder 

Material High Tensile Steel  

Elastic Modulus(E) 205.8 GPa 

 0.3 

Yield stress ( ) 352.8MPa 

 

2.3 Calculation method 

The calculations are performed using 

commercial FEM code, ANSYS which is a general 

purpose finite element method. Material & 

geometric non-linearity is considered in the 

present analysis.  

3. NUMERICAL SIMULATION AND 

RESULTS 

3.1 Fundamental buckling mechanism: 

 

 

 

 

 

 

 

Fig. 2 Thin elastic cylindrical shell subjected to 

axial load. 

This buckling load is derived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pre-buckling increase of the 

radius due to the Poisson effect is unrestrained 

and that the two edges are held against 

translational movement in the radial and 

circumferential directions during buckling, but are 

able to rotate about the local circumferential axis. 

These edge restraints are usually called "classical 

boundary conditions" as described in below 

equation.  

                                    

According to classical theory of shell buckling, the 

perfect cylindrical shell can buckle either 

axi-symmetrically  with a succession of ring 

buckles  or in the form of a chessboard (Fig 3); 

depending on the buckling circumstances, the 

shell may achieve a diamond shaped post 

buckling configuration.  

 

 

 

 

 

Fig. 3. Buckling modes for circular cylinders 

subjected to axial load. 

3.2 Elastic Eigen Value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into the effect of mes

h number, preparatory calculations are conduct

ed for a cylinder with L/R=3.0, plate thickness  

t=5mm and the cylinder height L 3,000mm. 

L

R

t

v

u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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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Mesh convergence result of the  

circular cylinder 

Fig.4 shows the convergence test results wit

h varying mesh sizes. The horizontal axis sho

ws the number of elements in the circumfe-enti

al direction on the circular cylinder. The possib

le collapse modes under axial loading are Eule

r buckling, diamond shaped buckling and  

concertina buckling. Two kinds of buckling patt

erns are observed. When the number of elem-

ents is less, first buckling mode (i.e. concertin-

a buckling) is observed and when the nu-mber

of elements increase, the first buckling mode  

converged to diamond buckling patterns, as  

shown in Fig.5.  

This is also true when length to radius(L/R)

 is 1.0 for a mesh number of 120. Thus the  

element number has to carefully considered si-

nce the results are sensitive for the element  

number. It is observed that for L/R 1.0 and  

3.0, the optimum element number is 210 &  

280 respectively and it convergence ratios are 

0.067% and 0.319% respectively. 

N.A.O.E N.A.O.E Osaka  Un iv ers it yOsaka  Un iv ers it y ..

L/R=1.0

L/R=3.0

Concertina Buckle Diamond Bu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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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Mesh convergence result of the  

ciruclar cylinder 

3.3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Stress 

vs Strain curve due to axial load): 

Fig.6 shows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curves of the circular cylinder subjected to axial 

load. Length to Radius is 4.0 and thickness is fixed 

to 15mm & initial imperfection applied is 10% of 

the plate thickness. 

 

 

 

 

 

 

 

 

 

Fig.6. Comparison of the average stress & strain 

curves for circular cylinder under axi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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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buckling behavior of the circular 

cylinder is approximately linear in behavior as 

shown in Fig.6. The circular cylinder essentially 

retains its original shape until it buckles at point a. 

At point a, the circular cylinder not only evades 

any adding load increase by buckling, but also the 

load drops down abruptly to a fraction of the 

buckling load at point b with a small rounded 

buckle shape. When the axial load increases, the 

path moves to point c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its in-plane rigidity.  

The side wall of the cylinder deformations at 

point a are characterized by one or several 

localized diamond shaped buckling patterns, 

during which, the number of circumferential waves 

are 14 as shown in Figure 7. With the increase in 

the axial loading, larger deflection takes places on 

the side wall compared buckling state.  

 

 

 

 

 

 

 

 

 

 

Fig.7 Deformed configurations showing the 

process of the buckle propagation of the circular 

cylinder (R/t =66.7) under axial load. 

 

 

 

 

 

 

 

 

Fig. 8. A comparison of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curves of circular cylinder varying 

the aspect ratio subjected to axial load. 

 

Fig. 8 shows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of circular cylinder by varying 

the aspect ratio under axial compression. The 

aspect ratio of the circular cylinder varies from 1.0 

to 6.0. Radius is fixed to 500mm and thickness is 

fixed to 15mm, an initial imperfection is 1% of the 

plate thickness is considered. The elastic buckling 

stress behaviors are almost the same among all 

cases with various aspect ratios; however, 

post-buckling behaviors are very different. 

Otherwise, effect of length to radius ratio can be 

ignored when focus is applied on the estimation of 

buckling strength of the circular cylinder subjected 

to axial load.  

 

 

 

N=14

N=14

N=14

N=14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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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nfluence of initial imperfection: 

 

 

 

 

 

 

 

Fig. 9. A comparison of stress and strain curves of 

circular cylinder varying the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subjected to axial load. 

 

Fig. 9 shows relationships of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for circular cylinder by varying the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under axial 

compression. In these calculations initial 

imperfection 1%, 10%, 30%, 40%, 50% to cylinder 

wall thickness are considered respectively.  

 

When buckle of the circular cylinder starts, the 

buckling load drops significantly with increase in 

the amplitude of circumferential deflection. 

Different elastic large deflection behaviors are 

observed when the ampl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increases. The number of 

circumferential waves are 18 as shown in Fig.10. 

Consequ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initial 

imperfections, the buckling load of a circular 

cylinder drastically drops down compared to that 

of the perfect circular cylinder. Fig.10 illustrates 

the buckling shape and buckling waves for 

circumferential cross section considered initial 

imperfection. 

 

 

 

 

 

 

Fig. 10. A comparison of buckling shape and 

buckling waves of the cylinder cross section 

varying increase the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Just before buckling takes place, the shell wall 

deformations are characterized by one or several 

localized ellipse-like deflection as indicated. With 

the increase in the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omaxw =0.2t ) of the circular cylinder, 

larger diamond shaped buckling takes place on 

the side wall in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and 

amplitude of the buckling waves in the outward 

and  inward are approximately equal.  

 

When the axial loading increases, ellipse-like 

deflection changes into larger diamond shaped 

buckles, and outward circumferential deflections 

are much smaller than inward deflection as shown 

Fig.10.  

 

Fig 11 shows a single radius to thickness ratio of 

R/t=100 and a single height to radius ratio of 

L/R=1.0 is used and radius is 1,000mm and fixed 

thickness 10mm, considered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is 1% to cylinder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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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comparison of stress and strain curves 

of circular cylinder varying the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subjected to axial load. 

 

 

 

 

 

 

 

 

Fig. 12. Deformed configurations showing the 

process of the buckle propagation of the circular 

cylinder(R/t=100) subjected to axial loading. 

 

The primary buckling takes place at point a and 

then abruptly the in-plane rigidity reduces. When 

the path reaches point c, takes place secondary 

buckling accompanied by snap-through, at the 

same time deformed shape of buckle abruptly 

change from one-tier to two-tier elliptical shaped 

pattern on the side wall as shown Fig.11. It is 

predicted that the initial buckling shape is starting 

from one-tier local buckling and then the buckle 

will again propagate to point d and then point f as 

shown Fig.12. 

 

 

 

 

 

 

 

Fig. 13. A comparison of average stress and 

radius to thickness for the circular cylinder 

considered initial imperfection varying thickness 

under axial compression. 

It can be seen that the buckling stress is 

non-dimensionalised by the critical elastic buckling 

stress of theoretical formula which shows very 

sensitive distribution the effect of varying the ratio 

of a radius to thickness considering initial 

imperfection, as shown Fig.13. Especially, 

thin-walled circular cylinder structures with a small 

initial imperfection (womax=0.01t) prone to buckling 

are sensitive to geometrical imperfections. In 

cases of thickness (20mm and 2.5mm) of circular 

cylinder with a small initial imperfection 

(womax=0.01t), shows similar results compared to 

theoretical formula. The influence of ratio of a 

radius to thickness and magnitude of geometrical 

imperfections on buckling loads of the cir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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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er is investigated based on the numerical 

analysis. The buckling stress is reduced with the 

increase in the magnitude of geometrical 

imperfection compared to perfect circular cylinder. 

Consequently, Fig.13 clarifies the sensitivity of 

geometrical imperfection on the thin-walled 

cylinder but it is small in thicker cylinder.  

4. CONCLUSION 
 

The post-buckling behaviour of circular cylinder 

normally depends on a variety of influential factors, 

namely,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s, 

slenderness ratio, curvature and also aspect ratio. 

To achieve the advanced buckling/ultimate 

strength including secondary buckling design of 

circular cylinder, we would need more 

sophisticated methods than existing simplified 

approaches to evaluate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clarify more 

advanced post-buckling strength and behaviours 

for circular cylinders. The present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areas which are studied 

numerically: 

To examine and clarify the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behaviour considering effect of 

several kinds of parameters of the circular cylinder 

under axial compression. 

(1) The effect of aspect ratio has little influence on 

the ultimate strength of circular cylinder. 

(2) When reducing the radius to thickness 

ratio(R/t) of the circular cylinder, secondary 

buckling justly takes place due to the 

occurrence of primary buckling.  

(3) The buckling strength behaviour of a circular 

cylinder under axial compression is sensitive 

to change a collapse pattern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in the geometrical (initial) 

imperfection.  

(4) Mesh number in numerical analysis has to be 

carefully considered to simulate the buckling 

and post-buckling behavior of the circular 

cylinder. 

REFERENCES 

[1]  Lorenz: Axisymmetric Buckling Stress, (1908) & Buckling 

Stress in General Case (1911). 

[2])  Timoshenko: Classical Formula for Axisymmetric Buckling 

Stress (1910) & Buckling Stress in General Case (1914). 

[3] Southwell : Buckling Stress in General Case (1914). 

[4] James G. A. Croll : A Simplified Model of Upheaval Thermal 

Buckling of Subsea Pipelines, Thin-Walled Structures Vol. 29, 

No. 1-4, pp: 59-78, 1997. 

[5] Fausto Andreuzzi and Arcangelo Perrone, Analytical Solution 

for upheaval buckling in Buried Pipeline,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190 (2001), pp: 5081 

-5087. 

[6] J.P.Ballet and R.E.Hobbs, Asymmetric Effects of Prop 

Imperfections on the Upheaval Buckling of Pipelines, 

Thin-Walled Structures 13 (1992). 

[7] H.S.Choi : Free Spanning Analysis of Offshore Pipelines, 

Ocean Engineering 28 (2001), pp: 1325  1338.   

[8] Jianghong Xue, Michelle S.Hoo Fatt : Buckle Propagation in 

Pipepines with non-uniform thickness, Ocean Engineering 28 

(2001), pp:1383-1392. 

[9] I.P. Pasqualino and S.F.Estefen : A Non-Linear Analysis of 

the Buckle Propogation Problem in Deep Water Pipel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lids and Structures 38 (2001),  

pp: 8481-8502. 

[10] Knut O.Ronold : A Probabilistic Approach to the Lengths of 

Free Pipeline Spans, Applied Ocean Research 17 (1995), 

pp: 225-232. 

[11] Heedo Yun and Stelios Kyriakides : On the Beam and Shell 

Modes of Buckling of Buried Pipelines,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Engineering, 1990, Vol. 9, No. 4, pp:179-193. 



Ultimate Strength of Simply Supported Plate with Opening 

under Uniaxial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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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stiffened plates are integral part of all kinds of structures such as ship and offshore oil platforms. Openings are 

unavoidable and absolutely reduce the ultimate strength of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ackage, ABAQUS, is us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unstiffened plate with rectangular opening. The rectangular 

opening form is divided into two cases. In case1, opening depth is constant, but opening width is variable. On the 

contrary, opening width is fixed and opening depth is different. Besides, for the two different form opening, the effect 

of plate slenderness ratio (), opening area ratio (AR) and opening position ratio (PR) on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opening under axial compression are presented. It is found that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case1 

opening varies much more with plate slenderness ratio () and opening area ratio (AR) than case2 opening. However, 

for case1, opening position (PR) almost has no effect on the ultimate strength, whereas, regarding case2, the 

influence of opening position (PR) depends on the plate slenderness ratio (). Based on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three design formulae are not only developed but also approved reasonably for the practical engineering 

design.

Keywords : Ultimate strength, Rectangular opening, Simply supported, Uniaxial compression, Design equation, Formulae fitting 

1. Introduction

Stiffened and unstiffened steel flat panels form the basic 

members for the deck structure and habitation units in ship as 

well as offshore structures. Even though for stiffened panels, 

thin plates in between stiffeners are integral part of flat 

panel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se elements is very 

significant from the design and safety viewpoint since local 

buckling and collapse of plate is a basic failure mode. A 

typical ship deck in between the bulkheads and deep 

longitudinal components is shown in Fig. 1. The bending 

rigidities of the boundary edges of plates in between 

transverse frames and longitudinal stiffeners are quite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plate itself. The rotational restraints 

along the plate edges can be measured to be small for plate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Hence, the plate elements in 

the current study are considered as simply supported along 

all the edges.

Fig. 1 A typical ship deck in between the bulkhead

  In general, the loading cases in ship and offshore 

panels are considered significant, which include axial, biaxial 

compression and the combination of in-plane loading with 

lateral pressure. In the present study, we only assume that 

all these unstiffened plates are designed to withstand the 

uniaxial compression due to sagging and hogging moments.

Openings are necessitated for piping, ducts and other 

accessories for maintenance purposes. In practice, the 

openings are generally located in the plate such th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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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pening coincides with the center of plate or along 

longitudinal direction. 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above rules. Thus the case of position of openings 

changed along transverse direction also must be taken into 

account. Rectangular opening and circular opening are 

common opening types, in this study, only rectangular 

opening is considered. 

It is evident that opening reduces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and a lot of literatures on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different openings and subjected to various load 

are presented, e.g. Bambach and Rasmussen (2002) carried 

out the test of unstiffened elements under different 

combined compression and bending cases; Khaled et al. 

(2004) employed finite element method to determine the 

elasto-plastic buckling stress of uniaxial loaded simply 

supported square and rectangular plates with circular 

openings. However,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lack of 

studies on the ultimate strength of square plate with varying 

position openings under axial compression. In the condition 

of having no impact on design func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know where to cut the openings so that the ultimate 

strength is reduced least. Additionally, Cui (1998) illustrated 

tha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the most 

frequent answer to the method for determining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s accurately is the use of finite element 

method (FEM)”. However, FEM is time consuming and this 

is not favored by designers. Therefore, convincing design 

formulae for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opening are still 

in urgent need for the designer.

There are several merits over fruits mentioned before. 

First of all, as a special case, longitudinal opening (as 

defined below) is taken into account; Secondly, The 

influence of opening location to the ultimate strength is 

presented; the design formulae proposed here has enough 

precision for engineering application and can be employed 

in practice.

2. Nonlinear Finite Element Study

  Toulios and Caridis (2002) proposed that ultimate 

strength of unstiffened plate without opening to be maximum 

for an aspect ratio of , therefore, an unstiffened 

plate of size 500mm×500mm(×) i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urrent study. Plate slenderness ratio is defined as

 








, which in the practical range of 1.0-4.5 is 

used in ship construction, by keeping width of plate(B) 

constant as 500mm, and varying thickness of plate(t) as 

5mm, 6mm, 8mm, 10mm, 12mm and 15mm to obtain above 

right range. Rectangular opening is provided into two main 

cases as shown in the Fig.2. The case1 can be called 

transverse opening, where the depth of opening (a) is kept 

constant as 100mm, and the width of opening (b) is varied 

as 5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and 450mm. On the other hand case2 can 

be called longitudinal opening, where the width of opening 

(b) is kept constant as 100mm and the depth of opening 

(a) is varied as 5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and 450mm. Area ratio (AR) of 

rectangular opening is defined as the ratio of opening area

( ) to area of plate ( ). For the present study, the area 

ratio (AR) is varied as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and 0.18. Position ratio (PR) of rectangular 

opening is defined as twice the ratio of distance between 

plate center and opening center (x) to the edge length of 

plate ( or ) as shown in the Fig. 3. Here, the 

half-length of plate edge is 250mm, thus the position ratio 

is varied as 0, 0.2, 0.4, 0.6 and 0.8. The yield strength of 

plate( ) is assumed as 250  with Young’s modulus of 

elasticity (E) as ×  and Poisson’s ratio () of 

0.3. As explained in fore section, all the ends of the plate 

are assumed to be simply supported. The unloaded ends 

are allowed to deform in-plane but remain straight. This is 

achieved by coupling the deformation of nodes in that 

direction. This condition is to generate the actual situation 

of unstiffened plate between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tiffeners.

Fig. 2 Unstiffened plates with center rectangular 

opening 



Fig. 3 Definition of position ratio (P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ackage, ABAQUS, was 

used to model, analysis and post processing of unstiffened 

plate with rectangular opening under uniaxial compression. 

Modeling of unstiffened plate involves generation of two 

square plates of size 500mm×500mm and a×b (opening 

depth×opening width) respectively. Using the “cut geometry” 

option available in the “Merge/Cut Instances” operation 

under the “Assembly” part, the rectangular area is deleted. 

Thus the geometry of an unstiffened plate with rectangular 

opening is developed. Fig. 4 shows a typical finite element 

mesh used in the present analysis, the unstiffened plate 

were discretized into a mesh consisting of quadrilateral 

elements which are eight nodes, reduced iteration, doubly 

curved shell. The element has six degrees of freedom per 

each node: three translations ( ,  and ) and three 

rotations ( ,   and  ). Boundary condition is shown in 

the Fig. 5. All the nodes along the boundary are restrained 

for deflection and rotation in vertical direction (  and 

=0). Additionally, all the nodes along unloaded (longitudinal) 

edges are coupled for in-plane displacement ( ) to make 

sure that the displacement along the plate end is uniform. 

All the nodes along loaded edge are MPC constrained in 

one reference point, in which the displacement loading is 

applied.

Fig. 4 Typical finite element mesh

Fig. 5 Boundary condition

  Both geometric and material nonlinearitie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Large displacement option is 

activated in geometric nonlinear analysis. Material 

nonlinearity was modeled using an incremental plasticity 

theory assuming the material to be elastic-plastic. No 

measurement was made to determine the initial distortion of 

plate. The nonlinear calculation type is “Static, Riks”, 

maximum number of increments is 100, initial and minimum 

values of “Arc length increment” are 0.1 and 1e-12 

respectively. The mesh size is selected as 25mm×25mm 

balancing the calculation convergence and consuming time, 

more details can be found in literature written by M. Sun eel 

Kumar, 2007.

3.  Results and Discussion

  A typical plot for the specimens with thickness of 8mm 

is shown in Fig. 6, and ultimate load-carrying capacity of 

the specimen is determined from the peak of the plot. The 

comparison with published result (M. suneel Kumar et al., 

2007) is shown in Fig. 7. We can found the error rate 

between published results and present results is so small 

that we can trust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and results.



Fig. 6 Typical plot of Axial load/axial deformation for 

specimen P4 when  

Fig. 7 Comparison with results of Kunmar et. al. for 

the transverse center opening case

  Fig. 8 is the effect of plate slenderness ratio on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transverse center 

opening for varied opening area ratio. It is observed that, 

for slenderness ratio of 1.18~3.54 and area ratio of more 

than 0.12, the specimens with transverse center rectangular 

opening fail by yielding. Otherwise, as plate slenderness 

ratios are less than 1.47, they still fail by yielding 

irrespective of opening area ratio. Specimens with 

longitudinal opening do not fail by yielding, and their 

ultimate strength change a little for different opening area 

ratio.

Fig. 8 Effect of plate slenderness ratio () on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transverse opening  

for varied opening area ratio (AR)

  Fig. 9 shows the effect of opening area ratio on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both case1 and case2 

for varying plate slenderness ratio. It is observed that the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longitudinal opening 

changes a little with varying AR, however, for specimens 

with transverse opening, the ultimate strength changes a lot 

for different AR. Also, it is also found that when plate 

slenderness ratio is less than 1.77, the variation of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transverse opening is linear while the 

variation is nonlinear for plate slenderness ratio more than 

1.77.

Fig. 9 Effect of opening area ratio on ultimate         

            strength of both transverse and longitudinal   

          opening for varied plate slenderness ratio

Regarding opening area ratio of 0.04, the effect of 

position ratio on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both 

transverse and longitudinal opening for varied plate 

slenderness ratio is shown in Fig. 10. As indicated in this 



plot, the ultimate strength varies a little with respect to PRin 

case of specimens with transverse opening. By contrast, the 

change is very high for specimens with longitudinal opening. 

For    2.95, 2.21, 1.77 and 1.47, the corresponding 

variance ratio of case2 is 23.04%, 19.93%, 11.21%, 4.58% 

and 0.84%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opening position ratio on the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longitudinal opening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plate slenderness ratio is more than 1.77.

Fig. 10 Effect of position ratio on ultimate strength for 

specimens with AR of 0.04

4. Design Formulae Fitting

  Empirical formulae are significant when basis of theory 

is still impractical for engineering products design. One such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engineering data is 

regression analysis. For the present study, the formulae to 

predict the strength reduced coefficient (



) of plate with 

rectangular open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1) Ultimate strength for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18~3.54 with transverse opening;

2) Ultimate strength for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18-3.54 with longitudinal center opening (PR=0) and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77-3.54 with case2 side 

opening; ≠

3) Ultimate strength for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18-1.77 with longitudinal side opening ≠. 

  The effect of yield stress ( ) and Young modulus of 

elasticity (E) of the plate can be taken care in the 

calculation of plate slenderness ratio (), consequently, for 

the first and second types, the equation to predict the 

strength reduced coefficient (



) can be the function of 

plate slenderness ratio () and plate opening area ratio 

(AR), however, for the third type, the equation to predict 

the strength reduced coefficient (



) should be the 

function of plate slenderness ratio () , plate opening area 

ratio (AR) and opening position ratio(PR).

The final designed equations are as follow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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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ine 
   as the value obtained by above 

formulae and 
  as the value obtained by numerical 

calculation. Comparison between them is shown in Fig. 

11~13. In Fig. 11 and Fig. 12, the dots indicate the 

numerical value while the surfaces represent Eqs. (1) and 

(2). The ratios 
  of 

  to  provide a mean of 

0.983, 1.012 and 0.984 together with 2.84%, 1.72% and 

9.9% COV respectively for Eqs. (1), (2) and (3). The mean 

and COV of design formulae are quite good thus all of 

them are reasonable for practical engineering design.



Fig. 11 Comparison of Eq. (1) with numerical results

Fig. 12 Comparison of Eq. (2) with numerical results

Fig. 13 Comparison of Eq. (3) with numerical results

5. Summary and conclusions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two different types 

opening (case1 and case2) under uniaxial compression can 

be found in this paper. Furthermore, the effect of opening 

position on ultimate strength is presented and the design 

formulae considering all influence factors are proposed.

Variation of ultimate strength with different slenderness 

ratio () and opening area ratio (AR) for the plate with 

transverse opening (case1) is much higher than the plate 

with longitudinal opening (case2). For all slenderness ratio 

of 1.18~3.54 and area ratio of more than 0.12, the 

specimens with transverse center rectangular opening fail by 

yielding. Moreover, as plate slenderness ratios are less than 

1.47, they also fail by yielding irrespective of opening area 

ratio. Further, when plate slenderness ratio is less than 

1.77, the variation of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transverse opening is linear while the variation is nonlinear 

for plate slenderness ratio more than 1.77. Opening position 

ratio (PR)almosthasnoeffectontheultimatestrength of plate 

with transverse opening, however, the influence of it on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longitudinal opening depends 

on the plate slenderness ratio (): when is less than 1.77, 

the influence can be neglected, else, the influence must be 

considered. Through comparison of predicting formulae with 

numerical results, the equations pr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practical engineering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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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선각의 최종굽힘강도에 관한 연구

장동훈, 김대현, 이주성(울산대학교)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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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ing.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D/H tanker and bulk carrier when damaged. For this purpose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oil tanker and bulk carrier model with changing damage locations. As far as the present 

numerical analysis are concerned, damage of bottom structure does much reduce the residual bending strength as it 

can be easily expected. Meanwhile damage of side structure doesn't much affect the reduction of ultimate bending 

strength

Keywords : Ultimate bending strength(최종굽힘강도), Grounding(좌초), Collision(충돌),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비선형구조해석)

1. 서 론

선박을 설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선박의 일생동안 모든 안전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선박의 초기설계 단계

부터 최종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에서는 선

체구조설계 시에 보강 판의 최종강도를 고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상의 정도 및 위치에 따른 잔류 최종강도의 

변화 경향을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용 패키지인 ABAQUS를 

이용하여 Bulk carrier와  D/H tanker에 대해 손상위치와 범위를 

다르게 하여 비선형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치 해석 

결과로 얻어지는 최종강도의 값을 굽힘 강성의 손실 측면에서 비

교하여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2. 기존 연구 검토

비손상시 선박의 최종강도 해석에 탄소성 대 변형 유한요소 

해석은 Chen 등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Chen, 1983) Lee는 

Box Girder에 대하여 최종가도 평가에 대한 간이 추정식을 제안

하고 제안된 식과 신뢰성 기법을 바탕으로 최종강도를 고려한 선

박 중앙단면의 최적설계 적용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Lee 1989)

이후 비 손상시 선박의 최종 강도를 추정하는 간단한 설계식

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Frieze는 실험 결과를 이

용하여 회구분석으로 설계식을 유도하였다.(Frieze, 1991)

손상된 선박의 손상 정도와 위치에 따른 잔류 최종강도를 추

정하는 설계식은 최근에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제

안된 바 있다.(Wang, 2002)

(1) Grounding

Double Hull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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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lision

Double Hull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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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는 Damage extent, B는 Ship's width, D는 Ship's 

depth,  ′는 Section modulus to the deck of the 

damaged ship,  ′는 Section modulus to the bottom of 

the damaged ship,  

는 Section modulus to the deck 

of the intact hull,  
는 Section modulus to the bottom 

of the intact hull을 의미한다.

Wang은 좌초나 충돌손상에 따른 선박의 종강도 감소율을 이

론적 해석 방법에 의거하여 단면계수(Section modulus) 감소율

로서 표현하였다. 이 식((1)~(8))은 선체와 폭의 속상된 부위에

서 비가 단면계수에 영향을 주는 형태의 식으로 제시 되었다. 각 

손상의 정도를 변수로 다룰 수는 있으나, 같은 부위의 손상에서 

손상 위치를 다루지 않았다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위치도 고려할 수 있

는 추정식을 얻기 위하여  Bulk carrier와 D/H tanker에 대해 비

선형 해석을 하여 적절한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3. 최종굽힘강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강도 해석 방법 중 상용프로그램 

ABAQUS를 사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수치 해석

은 기하학적인 비선형성과 물성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비선

형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굽힘 모멘트에 대한 최

종강도를 계산하였다. 

해석 D/H tanker의 주요치수는 Table 1 과 같고, Bulk carrier

의 주요치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 of analysis D/H tanker model

Length O.A 243.8m

Breadth Moulded        42.0m

Depth Moulded        21.3m

Table 2 Principal dimension of analysis bulk carrier model

Breadth Moulded 50.0m

Depth Moulded        26.9m

해석 모델의 범위는 선체 중앙부분을 선택하였다. 중앙부 화

물창 전체를 해석하면 가장 바람직 하지만 해석의 효율성을 고려

하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상의 길이가 선체 길이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해석 모델의 길이는 횡부재 간격으로 설정하였

다.(Fig. 1, Fig. 2)

손상의 정도는 D/H tanker의 경우 Table 3, Bulk carrier의 경

우는  Table 4 와 같이 손상위치를 명시 하였으며 손상정도는 비

손상일 때를 대비하여 각 손상경우에 대하여 손상율로 나타내었

다. 각 위치별 Damage의 명칭이 길어 앞에 대문자만을 따서 

Bottom damage와 같은 경우는 BD로 Side damage와 같은 경우

는 SD로 줄여 명시하였다.

Fig. 3, Fig. 4는 D/H tanker, Fig. 5는 Bulk carrier의 각 선박

의 반폭에 대하여 손상위치만을 나타내었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ing of the present D/H 

tanker

Fig. 2 Finite element modeling of the present bulk 

carrier

Table 3 Damaged location and area of D/H tanker 

Damaged

case

Damaged 

location

Portion of 

damaged area(%)
Symbol

BD 1 Bottom 7.3 A

BD 2 Bottom 15.2 B

BD 3 Bottom 23.3 C

BD 4 Bottom 29.5 D

SD 1 Sid shell+Top 3.5 E

SD 2 Sid shell+Top 7.5 F

SD 3 Sid shell+Top 11.3 G

SD 4 Sid shell+Top 4.2 H

SD 5 Sid shell+Top 19.6 I



Table 4 Damaged location and area of bulk carr

Damaged case Damaged location
Portion of 

damaged area(%)

BD 1 Bottom 2.3

BD 2 Bottom 8.6

BD 3 Bottom 19.7

SD 1 Side shell 9.7

SD 2 Side shell+Top 14.4

SD 3 Side shell+Top 17.9

Fig. 3 Bottom damage locations of D/H tanker

Fig. 4 Side damage locations of D/H tanker

Fig. 5 Damaged region at the mid-ship section of bulk 

carrier

적절한 수렴 값을 얻기 위해 모델 전체에 대하여 요소 크기는 

균일하고 작게 설정 하였고, 보강재를 포함하여 모든 판은 4절점 

사각요소를 적용하였다. 모델의 하중조건은 Sagging 상태만 고

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모델의 순수 굽힘 상태를 구현

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의 양쪽을 해석모델의 길이만큼 해석모델

을 연장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연장시킨 모델은 강체운동을 하

도록 탄성계수를 실제 모델에서 보다 더 크게 설정하였고 해석 

모델의 끝 단면은 살물선 공통규칙에서의 제안대로 평면을 유지

하며 동일 회전각을 갖도록 해석모델의 양쪽 면을 해석 모델의 

중립축상 한 점에 다점구속 조건(MPC)을 설정하여 양 점의 강제 

회전변위를 점차 증가시켜주는 방법으로 순수 굽힘 상태를 표현

하였다.(Table 5, Fig. 6, Fig. 7)

Table 5 Boundary condition

Point Dx Dy Dz Rx Ry Rz

Point 

A
Fixed Fixed Free Free Fixed Fixed

Point 

B
Fixed Fixed Fixed Free Fixed Fixed

Fig. 6 Boundary conditions of D/H tanker

Fig. 6 Boundary conditions of bulk tanker

초기 변형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1개의 독립 판넬이 

4변 단순지지일 경우 발생 예상되는 좌굴 모드를 상갑판 및 



외판 상부에 외판 상부의 모든 판넬 초기 변형을 고려한

다.(Fig. 8,Fig. 9)

여기에서 초기변형 는 용접변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형량

을 압축력이 작용하는 상부 구조 전체에 고려한다.



 






                               (9)

여기에서 

는 초기 처짐량, n은 좌굴모드의 파 개수, a는 보

강판의 길이(횡 부재 간격) b는 보강재 사이의 거리이다.

Fig. 8 Initial deflection of stiffened plate

Fig. 9 Initial deflection of stiffened plate

각 손상 Case의 곡률에 따라 작용하는 Moment를 Table 6, 

Table 7에 나타내었다. 무차원화는 Intact 상태일 때 plastic 

moment와 plastic curvature를 기준하여 무차원화 하였다. 

선저와 선측에서의 손상을 볼 때에 손상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용하는 최종 Moment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상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용하는 최종 Moment

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하여 선체가 견딜 수 있는 최종강도가 감

소함을 판단할 수 있다. 

Table 6 The result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for  

        D/H tanker 

Case









 Loss of bending 

rigidity

Intact 1.000 0.0000

Bottom damage 1 0.969 0.0204

Bottom damage 2 0.935 0.0441

Bottom damage 3 0.934 0.0705

Bottom damage 4 0.932 0.0941

Side damage 1 0.878 0.0576

Side damage 2 0.851 0.0767

Side damage 3 0.850 0.0837

Side damage 4 0.933 0.0176

Side damage 5 0.883 0.0411

Table 7 The result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for  

        bulk carrier 

   Case









 Loss of bending 

rigidity

Intact 1.000 0.0000

Bottom damage 1 0.968 0.0065

Bottom damage 2 0.912 0.0214

Bottom damage 3 0.819 0.0502

Side damage 1 0.908 0.0113

Side damage 2 0.808 0.3358

Side damage 3 0.780 0.4525

D/H tanker와 bulk carrier의 경우 비선형 해석 결과를 토대로 

손상의 면적이 아닌 손상에 따른 단면의 관성 모멘트의 손실 혹

은 굽힘 강성(Bending rigidity)의 손실에 따른 최종 굽힘 강도의 

변화율을 식(10)으로 가정하였다.

 
 



 









                     (10)

여기에서  는 Reduction rate of ultimate bending 

moment 이고, x는 Loss of bending rigidity이다.

D/H tanker에서 앞서 해석된 Table 6을 토대로 회귀 분석법으

로 구한 지수 

 와 


는 다음과 같다. 


 


   for bottom damage


 


   for side damage

Bulk carrier에서 앞서 해석된 Table 7을 토대로 회귀 분석법

으로 구한 지수   와 는 다음과 같다. 


 


   for bottom damage


 


   for side damage

유도한 식을 해석결과와 비교를 Fig. 10, Fig 11에 보였다. 식

(10)은 해석 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추정결과 굽힘 강



성의 손실이 커질수록 최종 굽힘 강도가 선종에 따른 차이는 존

재하지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본 결과를 토대로 선저에서의 손

상보다는 선측에서의 손상이 굽힘 강도 손실에 더 치명적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측면에서의 손상의 경우 바닥에서의 손상

보다 손상에 의한 중립축의 기울기 및 손상시 선체의 기울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도 손실측면에서 더 큰 영향으로 작

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Fig. 10 Residual ultimate bending moment curve for 

D/H tanker

Fig. 11 Residual ultimate bending moment curve for 

bulk carrier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손상에 의한 선체종강도 변화 정도를 

예측하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D/H tanker와 bulk carrier를 

대상으로 손상 및 비손상시에 대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

하였다. 수치 해석은 순수 굽힘 상태를 받는 것으로 모델링 하였

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의 양쪽 면이 평면을 유지

하되 일정한 회전각으로 회전하도록 하였다. 해석 결과는 회전각 

증분에 따른 반력 모멘트 값을 얻었으며 각각의 무 차원화된 값

으로 결과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 손상 형태에 따른 Moment 

of inertia를 계산하여 굽힘 강성 손실에 따라 최종굽힘모멘트 값

의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나타낸 변화율을 토대로 최종굽힘강도 

감소율에 대한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좌초일 경우에는 

손상의 위치보다는 손상의 크기가 최종강도의 감소에 더욱 영향

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Side damage의 경우 손상율이 

Bottom damage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최종강도의 감소 정도

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Side damage의 경우에는 손상의 크기보

다도 손상의 위치가 최종강도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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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Zooming Analysis of LNGC CCS

 under Sloshing Impact Loading

Lee Sang-Gab, KIM Jin-Kyung, Nguyen Hong-Anh & NAM Jae-Hyung(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Every effort was tried to demonstrate the procedure of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MARK III membrane type Cargo 

Containment System (CCS) with corrugated membrane under sloshing impact loading using local zooming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in the last study. Big discrepancy was found in the pressure responses between local zooming analysis and 

full-scale 3D one layer global sloshing simulation. In this study, wet drop and shooting water impact analyses of Mark III 

membrane-type CCS with flat membrane were performed together with full-scale global sloshing ones with 70% filling level for the 

investigation of their big discrepancy, considering diverse constraint parameters of coupling algorithm and mesh size.

Keywords : Structural Safety Assessment(구조 안전성평가), Cargo Containment System (CCS, 화물창 단열시스템), Sloshing(슬로싱), Local 

Zooming Analysis(국부확대해석),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유체-구조 연성해석), LS-DYNA code

1. Introduction

As the cargo tank size and configuration of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s (LNGC) and LNG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LNG-FPSO) vessels grows in response to 

the global increase in demands for LNG and the necessities 

of its economical transportation, impact loading from sloshing 

may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structural safety of LNG Cargo Containment Systems (CCS). 

Guidance notes on the strength assessment have been 

suggested under the sloshing impact loads, involving the 

ultimate strength of MARK III membrane-type CCS component 

materials (ABS, 2006).

 

To ensure a reasonable and reliable safety assessment of 

CCS, its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large 

deformation and strength of its components and their shock 

failure characteristics under impact loadings from sloshing, 

with consideration of their cryogenic material properties. To 

achieve a reasonabl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membrane-type CC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loshing 

analysis techniques for more accurate and correct predictions 

of impact loading on the CCS, and to carry out full-scale 

sloshing analysis with fine-meshed CCS model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full-scale sloshing simulations with 

fine-meshed CCS models in practice because of the Courant 

time step size criterion of the explicit hydrocodes involved, 

such as LS-DYNA (LSTC, 2011).

 

The local zooming analysis technique may prove useful in 

overcoming this limitation in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CCS. While Lagrangian interface segment could be 

handled in the structural analysis problem, Eulerian or AL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interface parts should be 

treated in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 

problem. Contrary to the former case with interface history 

data of spatial and material points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ir material point history data of the latter case should be 

traced separately from the spatial point ones. After getting 

material histories of each ALE tracer particle, such as 

position, velocity and pressure etc., in the global sloshing 

simulation, its velocity can be applied to the ALE part in the 

local zooming analysis. Unfortunately, the material history 

position of each ALE part can not be applied to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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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g analysis model in LS-DYNA code.

 

FSI problems, such as sloshing and slamming etc., could 

be conveniently simulated by moving mesh algorithm and 

overlap capability of grid to structure mesh using the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MMALE) 

formulation and the Euler Lagrange coupling algorithm of 

LS-DYNA code, as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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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ormable structure, where fluid grid 

can overlap the structural mesh (Aquelet, et al., 2003 and 

2006; Souli, et al., 2000). 

Fig. 1 Sketch of penalty coupling algorithm (Aquelet, et al., 

2006)

The procedure of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MARK III membrane type CCS under sloshing impact loading 

was demonstrated using local zooming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in the last study. Full-scale 3D one layer 

LRET-DSME sloshing tank with 70% filling level was adopted 

for the local zooming analysis of CCS with corrugated 

membrane, and big discrepancy was found in the pressure 

responses between them. All the components of MARK III 

membrane type CCS were estimated for the structural safety 

based on the safety assessment criterion for their strength by 

the local zooming analysis and wet drop simulation (Lee, et 

al., 201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wet drop and 

shooting water impact analyses of Mark III membrane-type 

CCS with flat membrane together with full-scale global 

sloshing on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ir big discrepancy, 

considering diverse constraint parameters of coupling 

algorithm and mesh size. Full-scale 3D one layer LRET-DSME 

sloshing tank with 70% filling level is also used for the local 

zooming analysis of CCS.

2. Sloshing Simulation

1/50 scale LRET-DSME rectangular sloshing tank model 

with 70% filling level was tested by DSME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where its 

dimension is 0.80m×0.50m×0.36m, as shown in Fig. 2. 

Harmonic sway excitations were applied with 20.0 mm 

amplitude and the same excitation frequency with the natural 

one. Impact pressures were measured at 9 points at its front 

faces and top ceilings. Full-scale 3D one layer sloshing 

simulation with 70% filling level was carried out for the local 

zooming analysis with harmonic sway excitation of 1.0m 

amplitudes multiplied by its scale and the excitation frequency 

with the same natural one according to its dimension. In this 

study, two tank sloshing models were used for 1/50 and 

full-scale 3D one layer sloshing simulations with 70% filling 

level, as shown in Fig. 3. The element sizes of 1/50 and full 

scale models were set as 10.0 and 200.0mm at pressure 

measuring points, respectively. The coefficients of equation of 

state (EOS) of Linear-Polynomial were used for fresh water 

and air, as illustrat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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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view                  (b) h/L = 0.7

Fig. 2 Configuration and dimension of 1/50 scale 

LRET-DSME sloshing tank model (unit: mm)

 

(a) 1/50 scale 3D one layer       (b) Full scale 3D one layer

Fig. 3 Configuration of F.E. mesh of 3D one layer and full 

tank model

 

Figure 4 shows the comparison of free surface profiles 

between the sloshing experiment and simulation with 70% 

filling level, where the 1st column illustrates the snapshot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following ones, those of 

1/50 scale and full-scale 3D one layer results, which are also 

taken during an arbitrary period. Figure 5 compares the 

impact pressure responses of experiment and simulations at 

C1 point on the side wall and at C7 point on the top ceiling. 

It could be found that the overall simulation results show the 



Coefficients Fresh water Air

Density (kg/m
3
) 1,000.000 1.225

C0 (Pa) 0 0

C1 (Pa) 2.002´10
9

0

C2 (Pa) 8.432´10
9

0

C3 (Pa) 8.014´10
9

0

C4 0.4394 0.4000

C5 1.3937 0.4000

C6 0 0

E0 (Pa) 2.096´10
5

2.500´10
5

V0 1 1

p = C0 + C1μ + C2μ
2 

+ C3μ
3
 + (C4μ + C5μ

2
 + C6μ

6
 )E

                                   (in compression)

p = C1μ + (C4μ + C5μ
2
 + C6μ

6
 )E   (in tension) 

    where,  μ = ρ/ρ0-1

            E : unit of pressure

     E0 : initial internal energy per unit reference specific 

volume

       V0 : initial relative volume

good agreement to those of experiment in the pressure 

responses, the global and local motions.

 

Table 1 EOS_Linear_Polynomial of fluid model

  

  

  

  

  

(a) Experiment         (b) 1/50 scale           (c) full scale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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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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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loshing responses at C1 and C7 in LRET-DSME tank 

model with 70% filling level

Figure 6 illustrates the pressure responses at C7 point for 

the duration 59.5∼65.8sec, and Fig. 7, the 2D sloshing 

profiles with velocity vectors of fluid ALE parts during 59.6∼

60.1sec for tracing the fluid ALE interface parts. Fig. 8 shows 

the diagram for tracing one fluid ALE part in the tank 

coordinates with origin at its center point according to time, 

and Fig. 9, their distributions with velocity vector at time 59.6 

sec. The trend of the velocity distributions of the traced 

interface parts seems to be similar to the velocity vector 

responses at 59.6 sec, as shown in Figs. 7(a) and 9. 

Because of no option in LS-DYNA code to apply the current 

position of ALE interface part to the input deck contrary to 

the Lagrangian interface segment, local zooming analysis can 

not be carried out from the beginning computational time. In 

this study, the local zooming analysis was performed from the 

specific computational time as the beginning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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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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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loshing profiles with vector velocity at left corn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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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file of trace of fluid ALE part and velocity 

distribution of fluid ALE parts at 59.6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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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elocity distributions of fluid ALE parts in the left 

corner area at 59.6 sec

 

3. Local Zooming Analysis of CCS

 

CCS specimen with flat membrane was attached at the left 

top corner of full-scale sloshing tank with 70 % filling level, 

as shown in Fig. 10, with its dimension 940×940mm of Fig. 

11. Pressure response was measured at the center of 

membrane of CCS, which is corresponding to C7 point of full 

scale sloshing tank model. The average vertical velocity was 

about 10.0m/sec from the trace of the velocity diagram under 

the water ALE parts under the CCS of tank, as shown in Fig. 

9.

 

Fig. 10 F.E. configuration of local zooming analysis by 

shooting water

 

The CCS specimen was attached to the inner hull by the 

mastics, and the edge of flat membrane was welded to the 

side plate structure. 3D finite element modeling of CCS 

structure was composed of around 50,000 solid and shell 

elements, as shown in Fig. 11, and top plywood and 

membrane, R-PUF and side plate were contacted with each 

other. Material property of each CCS component is 

summarized in Table 2, where E(n), E(s) and E(t) represent 

Young's modulus, and Nu(ns), Nu(nt) and Nu(st), Poisson's 

ratio, and G(ns), G(nt) and  G(st), Shear modulus. 

Orthotropic material was used for R-PUF and plywood, and 

isotropic one, for the others.

 

Fig. 11 F.E. configuration of CCS specimen model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CCS specimen

 plywood R-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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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3) 710 125 2,500 1,500 7,850 7,850

Model
Solid 

Shell/Ortho
Solid/OrthoShell/Iso Solid/Iso Shell/Iso Shell/Iso

 



3.1 Wet drop simulation

 

Wet drop test was carried out by PNU. Peak pressures of 

wet drop test with flat membrane were around 1,000, 1,500 

and 1,700kPa according to drop height 2.0, 3.0 and 4.0m 

with 0 degree incident angle, respectively (Lee, 2006). Figure 

12 shows the side views of 3D finite element configurations 

for the wet drop simulation with flat membrane at 0, 4, and 8 

degree incident angles with drop height 4.0m, such as 0D4M, 

4D4M and 8D4M. Their pressure response behaviors can be 

found in Fig. 13, and their pressure responses, in Fig. 14. 

Very close responses could be obtained using diverse 

constraint parameters of coupling algorithm.

 

(a) 0D4M
 

(b) 4D4M

(c) 8D4M 

Fig. 12 Side view of 3D F.E. configurations of flat membrane 

CCS specimen of 0D4M, 4D4M and 8D4M

 

 

(a) 0D4M
 

 

(b) 8D4M 

Fig. 13 Side view of pressure response behavior of flat 

membrane CCS wet drop simulations of 0D4D and 8D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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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impact pressure responses in wet drop 

experiment and simulation of 0D4M, 4D4M and 8D4M (unit: 

bar-sec)

 

Impact velocity 10.0m/sec is corresponding to the 5.75m 

drop height of wet drop test, where impact velocities were 

5.80, 7.17 and 8.31m/sec according to drop heights 2.0, 3.0 

and 4.0m, respectively. The pressure response of wet drop 

simulation with impact velocity 10.0m/sec was compared with 

those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of 0D4M with flat 

membrane, as shown in Fig. 15(a). Wet drop simulation was 

also carried out at impact velocity 10.0m/sec with only flat 

membrane deleting all CCS members and with rigid flat 

membrane. As can be seen in Fig. 15(b), (c) and (d), their 

pressure responses are almost similar to each other, and their 

peak pressures are almost half of that of deformable flat 

membrane with all CC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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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ressure responses of wet drop simulations according 

to flat membrane conditions at impact velocity 10.0 m/sec 

(unit: bar-sec)

 

3.2 Local zooming analysis

 

Figure 16 shows velocity response of shooting water to 

CCS specimen with flat membrane by the local zooming 

analysis, as shown in Fig. 10, and Figs. 17 and 18(a), its 

pressure response behavior and its comparison with that of 

wet drop simulation, respectively. Very similar pressure 

responses could be found in shooting water and wet drop 

simulations with flat membrane at impact velocity 10.0m/sec. 

Similarly to the wet drop simulation, flat membrane condition 

was also investigated in the shooting water simulation, such 

as only deformable flat membrane deleting all CCS members 

and rigid flat membrane. As can be seen in Fig. 18(b), (c) 

and (d), their pressure responses ar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ir pressure profiles appear more bluntly 

contrary to the wet drop simulation, but their impulses are 

almost the same. 

 

Fig. 16 Velocity responses of shooting water to CCS with flat 

membrane by local zooming analysis

 

Fig. 17 Side view of pressure response behavior of flat 

membrane CCS shooting water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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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shooting water and wet drop 

simulations at impact velocity 10.0m/sec (unit: bar-sec)

 

The peak pressures of flat membrane with and without all 

CCS members were around 2,400 and 1,300kPa in shooting 

water simulation, respectively, and that of rigid flat 

membrane, 630kPa, where mesh size of membrane and fluid 

mesh size around pressure measuring point was 20mm. For 

the comparison of flat membrane mesh size and flexibility to 

the rigid global sloshing tank mesh size, shooting water 

simulation was carried out at impact velocity 10.0m/sec with 

only flat membrane deleting all CCS members and with rigid 

flat membrane according to membrane mesh size, such as 

20.0, 50.0, 100.0 and 200.0mm, as shown in Fig. 19. 

Pressure responses of shooting water simulations between 

deformable and rigid flat membrane were similar as the flat 

membrane mesh size increases, as shown in Fig. 20. Peak 

pressures were around 450 and 400kPa according to mesh 

size of rigid flat membrane, 50 and 100/200mm, respectively, 

and pressure peak was not much sensitive to the mesh size 

in shooting water simulation with rigid flat membrane.

 



3.3 Global sloshing simulation according to mesh size

 

For the investigation of mesh size of full scale rigid 

sloshing tank model on the pressure response at C7 point, 4 

models were tried for the global sloshing analysis, as shown 

in Fig. 21. 50 and 100mm in sloshing tank models means 

mesh size at pressure measuring points, and 50mm new and 

100mm fine, a little bit fine and more fine modeling compared 

to original ones, respectively, as shown in Table 3.

(a) 20.0mm
 

(b) 50.0mm
 

(c) 100.0mm
 

(d) 200.0mm

Fig. 19 F.E. configurations of flat membrane CCS specimen 

without all CCS members for shooting wa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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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ressure responses of shooting water simulations 

according to flat membrane mesh size at impact velocity 10.0 

m/sec (unit: bar-sec)

 

(a) 50mm                      (b) 50mm new

 

(c) 100mm                    (d) 100mm fine

Fig. 21 F.E. configuration of full scale 3D one layer tank 

model mesh

 

Table 3 No. of F.E. mesh of full-scale sloshing tank models

Model
Number   of mesh 

Fluid(solid) Tank(shell) Total

200mm   4,838 282  5,120

50mm   4,410 266  4,676

50mm new   6,864 332  7,196

100mm   5,632 304  5,936

100mm fine 15,904 508 16,412

 

Figure 22 show the pressure responses of full-scale global 

sloshing simulation according to mesh size and number of 

mesh. As expected, peak pressure was increased a little bit 

according to mesh size at pressure measuring point, but 

much affected by the number of mesh. It could be found that 

overall peak pressure was much increased in the case of 

100mm fine model. The peak pressures were around 680 and 

1,500kPa in full-scale global sloshing simulations with 200 

and 100mm fine models at 59.6se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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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loshing response at C7 in LRET-DSME tank model 

with 70% filling level according to mesh size

 

Figure 23 shows the summarization of these typical 

pressure responses. It was found that peak pressure of 

shooting water simulation with rigid flat membrane mesh sizes 

100 and 200mm was around 400kPa, and that those of 

global sloshing simulations with 200m and 100mm fine model 

were around 680 and 1,500kPa. While pressure peak was not 

much sensitive to the mesh size in rigid flat membrane CCS 

shooting water simulation, it was very sensitive to the mesh 

size and number of mesh in rigid global sloshing simulation. 

However the pressure impulse of the former was much small 

compared to that of the latter.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local zooming analysis technique, this discrepancy should 

be verified for the more reasonabl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CCS under the severe sloshing impact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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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Pressure responses of local zooming and global 

analyses

 

3.4 Safety assessment of CCS

 

Safety assessment criterion of MARK III membrane type 

CCS for the strength was suggested, such as the minimum 

specified ultimate strength of CCS component materials, 

where the maximum normal tensile/compressive stress and 

shear stress were evaluated with the ultimate strength of 

material in each orientation for polyurethane form and 

plywood layers, and maximum von Mises stress, with the 

ultimate strength of mastic (Kwon, 2008; ABS, 2006). Figures 

24 and 25 show the von Mises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s of 

CCS components in the cases of shooting water and wet 

drop simulations with flat membrane with impact velocity 

10.00m/s, respectively. Their maximum von Mises stresses are 

summarized in Table 4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reference ones, where reference von Mises stress was 

modified from stress component ones. Table 5 also 

summarizes their maximum component stresses, such as 

normal tensile/compressive stress and shear stress. Top 

members, such as top plywood and top R-PUF, are referred 

to ones close to mastic forward. 

 

(a) Iso view of CCS               (b) Side view of CCS
 

      (c) Mastic                      (d) Top plywood 
 

(e) Top R-PUF                  (f) Bottom RPUF
 

(g) Bottom plywood            (h) Membrane

Fig. 24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of each CCS component 

in shooting water to CCS with velocity 10.00m/s

 



(a) Iso view of CCS          (b) Side view of CCS
 

(c) Mastic                   (d) Top plywood 
 

(e) Top R-PUF                   (f) Bottom RPUF
 

(g) Bottom plywood                (h) Membrane

Fig. 25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of each CCS component 

in wet drop to CCS with velocity 10.00m/s

 

Table 4 Strength evaluation of CCS component based on von 

Mises stress by shooting water and wet drop simulations 

(unit: MPa)

CCS   

component

Maximum   von Mises stress Reference

von Mises stressShooting water Wet drop

Bottom R-PUF    2.64   2.40
 3.20

Top R-PUF    3.01   3.69

Bottom plywood    4.99   5.34
 34.97

Top plywood   85.83 124.99

Mastic   28.31  77.79  15.00

Membrane 417.26 400.39 315.00

Table 5 Strength evaluation of CCS component based on 

component stress by shooting water and wet drop simulations 

(unit: MPa)

CCS

Component

Stress

component

Component stress Reference stress

Shooting water Wet drop ABS HHI

Bottom

 R-PUF

σx
C 0.37 0.86 2.4 1.2

T 0.28 0.54 2.4 2.4

σy
C 0.27 0.81 2.4 1.2

T 0.33 0.52 2.4 2.4

σz
C 2.49 2.37 2.0 2.0

T 0.48 1.09 1.4 1.2

τxy 0.09 0.08

1.4 1.77τyz 0.26 0.33

τzx 0.25 0.32

Top

 R-PUF

σx
C 0.91 1.17 2.4 1.2

σy 0.15 0.35 2.4 2.4

σy
C 1.42 1.69 2.4 1.2

T 0.16 0.28 2.4 2.4

σz
C 1.14 4.82 2.0 2.0

T 0.69 0.99 1.4 1.2

τxy 0.12 0.15

1.4 1.77τyz 0.36 0.47

τzx 0.74 0.83

Bottom   

plywood

σx
C 2.85 4.12 40.0 80.0

σy 3.55 4.62 40.0 40.0

σy
C 3.07 3.37 40.0 80.0

T 3.12 4.35 40.0 40.0

σz
C 2.58 2.53 20.0 -

T 0.40 0.49 2.0 -

τxy 0.44 0.59

2.8 2.8τyz 1.57 0.88

τzx 1.07 1.15

Top

 plywood

σx
C 5.88 5.84 40.0 80.0

T 93.33 109.83 40.0 40.0

σy
C 28.90 36.23 40.0 80.0

T 7.70 127.31 40.0 40.0

σz
C 0.20 0.12 20.0 -

T 1.86 2.90 2.0 -

τxy 7.53 4.93

2.8 2.8τyz 6.66 8.45

τzx 11.15 16.04

 

The maximum von Mises and component stresses of CCS 

components which are larger than the reference values were 

indicated in red color. The maximum von Mises stresses of 

membrane, mastic and top plywood of the CCS components 

exceeded the reference values in both cases, and also top 

R-PUF in wet drop simulation. The maximum component 



stresses, such as horizontal normal tensile stress (σx, T) and 

all shear stresses, of top plywood exceeded the reference 

values in both cases, and also those of thickness normal 

compressive stress of bottom R-PUF. In wet drop case, some 

maximum component stresses exceeded the reference ones, 

such as horizontal and thickness normal tensile ones of top 

plywood, and thickness normal compressive one of top 

R-PUF.

 

4. Consideration and Conclusion

 

Every effort was tried to figure out the big discrepancy of 

pressure responses between local zooming analysis of MARK 

III membrane type CCS with corrugated membrane and 

full-scale global sloshing simulation of the last study. In this 

study,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MARK III membrane 

type CCS with flat membrane under sloshing impact loading 

was also carried out using local zooming analysis and 

full-scale 3D one layer global LRET-DSME sloshing simulation 

with 70% filling level. Wet drop simulation of CCS specimen 

with flat membrane according to incident angles was 

performed for the verification of FSI analysis technique and 

diverse parameters, and relative good results were obtained 

compared with experimental ones.

 

Diverse factors were considered for figuring out the 

discrepancy of pressure responses between local zooming 

and global sloshing analyses, such as mesh size and number 

of mesh of full-scale global rigid sloshing model, and 

flexibility condition of flat membrane, mesh size of flat 

membrane and shooting water model. It could be found that 

peak pressure response was more sensitive to the fine mesh 

model of global sloshing simulation, and that not much 

sensitive to the mesh size of rigid flat membrane or no CCS 

members in the local zooming analysis. Discrepancy could be 

still found in the pressure impulse between local zooming and 

full-scale global sloshing analyses. The maximum effective 

and component stresses of the CCS components, such as 

mastic, top plywood and membrane, exceeded the reference 

values in both cases based on the safety assessment 

criterion for thei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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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Collision Response Analysis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Lee Sang-Gab, NAM Jae-Hyung, KIM Jin-Kyung, ZHAO Tuo and NGYEN Hong-Anh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was performed for the collision accident of specialized ship structure and its cargo. To 

ensure reasonable and reliable safety assessment, accurate and correct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using FSI (Fluid-Structural Interaction)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and propulsion force instead of 

velocity in collision simulation. Diverse scenarios were tried for the conservative safety assessment, and specialized 

ship was found to be superior to the crashworthiness of ship collision due to the wide side double hull space.

Keywords : Structural Safety Assessment(구조 안전성평가), Specialized Ship(특수선),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실선 충돌 시뮬

레이션),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유체-구조 연성해석), LS-DYNA code

1. Introduction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has to be estimated for the 

cargo.Toensureareasonableandreliablesafetyassessment,accur

ate and correct full-scale ship collision and grounding 

simu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this study,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for estimation of more 

reliable and realistic collision responses, using FSI 

(Fluid-Structural Interaction)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LSTC, 2011) and applying the propulsion forces to ship 

instead of velocity in simulation.

 

Because of very large impedance of water compared to 

that of air, ship can float and move against several types of 

resistances in the surrounding water. Wave making resistance 

is a major one and these waves also have an effect on the 

motion of other ships or floating bodies. As ship approaches 

to other floating objects, squeezing pressure occurs between 

them, and when two bodies pass away each other, bank 

effect (ship-bank interaction) also takes place because of 

pressure difference (reduction) between them.

Contrary to an air or void condition, initial velocity cannot 

be applied to a striking ship in the water because of large 

resistance, and constant velocity is also unsuitable for the 

collision simulations because of several factors, such as 

squeezing pressure and making wave from other approaching 

bodies, and high energy dissipation of internal damage of 

striking and struck bodies. Ship in service cannot stop 

immediately right after stopping engine or propeller, and 

maneuvering (operating) speed is usually kept for a while 

(Lee, et al., 2009, 2010a, 2010b and 2011).

 

FSI problems, such as sloshing and slamming etc., could 

be conveniently simulated by moving mesh algorithm and 

overlap capability of grid to structure mesh using the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MMALE) 

formulation and the Euler Lagrange coupling algorithm of 

LS-DYNA code, as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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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ormable structure, where fluid grid 

can overlap the structural mesh (Aquelet, et al., 2003 and 

2006; Souli,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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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ketch of penalty coupling algorithm (Aquelet, et al., 

2006)

 

In this study,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to estimate more reliable and realistic collision responses,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and applying 

the propulsion forces to ship instead of velocity. The 

maximum design speed was applied to striking and struck 

ships, and diverse collision scenario was tried for the 

conservative estimation of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specialized ship and cargo. Collision scenario of striking ship 

bow collision to struck ship side structure was only 

considered in this study. Among five striking ships, two large 

ones were tried, and two types of cargo containers were also 

applied for their safety assessment. 

From this study, it could be found that specialized ship 

was superior to the crashworthiness of ship collision due to 

the wide side double hull space, and that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was also very useful for the reasonabl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ship structure and cargo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nd applying propulsion force 

instead of velocity in collision simulation.

2. Collision Scenario and Modeling

Five striking ships are scheduled for the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s, such as DWT 500, 1,000, 3,700, 

10,500 and 35,000 ton ones, where their principal particulars 

are summarized in table 1. Among these striking ships, in this 

study, two large ones were first tried for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for the conservative estimation of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specialized ship structure and 

cargo.

 

Figures 2∼4 show the finite element configurations of two 

striking and one struck ships, where bow structure bodies 

were modeled by the crushable deformable ones for the 

striking ships and side structure body, for the struck ship. 

Their F.E. information is summarized in Table 2, where shell 

element was used for the whole structure members except 

small size frame. The special feature of the struck ship is the 

wide side double hull space, 3.19 meter, compared to the 

general ship with similar principal dimension. Two types of 

cargo containers and drums, such as type I and type II, are 

modeled, as shown in Fig. 5, and their F.E. information is 

summarized in Table 3.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ships (unit: meter)

DWT type LOA LBP Breadth Depth Draft

500 Coastal fishing vessel 56.07 49.6 8.8 3.84 3.45

1,000 Deepsea fishing vessel 70.57 60.6 12.3 5.00 4.50

3,700 General cargo ship 102.70 93.0 14.0 7.00 5.20

10,500 Oil product tanker 115.00 107.0 18.2 10.70 8.15

35,000 Oil tanker 182.00 174.5 27.4 17.60 9.80

1,365 Specialized ship 78.6 71.0 15.8 7.30 4.00

(a) Overall view

       

(b) Bow structure with outer shell    (c) Bow structure without outer shell

Fig. 2 F.E. configuration of DWT 10,500ton oil product tanker

 

(a) Overall view

         

(b) Bow structure with outer shell     (c) Bow structure without outer shell

Fig. 3 F.E. configuration of DWT 35,000ton oil tanker



type node shell element solid element

I 13,130 15,710 2,050

II 3,230 3,930 820

(a) Overall view

 

(b) Side structure with outer shell (2nd ∼ 4th cargo holds)

(c) Side structure without outer shell (2nd ∼ 4th cargo holds)

Fig. 4 F.E. configuration of DWT 1,365 ton specialized ship

 

Table 2 Number of finite element and node of ship models

 type 10,500 ton 35,000 ton 1,365 ton

rigid
node 21,000 23,370  28,800

shell element 20,750 22,950  28,600

deform

node 54,200 55,720 122,500

shell element 57,970 57,940 128,250

beam element  7,580  7,200  18,350

 

 

(a) Type I

 

(b) Type II

Fig. 5 F.E. configuration of cargo containers and drums

Table 3 No. of finite element and node of container and drum

It is well known that bulbous bow structure is usually 

considered as strong part of striking ship, and that side 

structure, weak one of struck ship. Since two striking ships 

are relatively very larger than the struck one, their bulbous 

bow structures in light ballast loading condition can be 

collided to the side structure of struck ship. In this study, 

light ballast loading condition was also considered together 

with full loading one for the severe collision situation. The 

maximum design speed was also applied to the striking ships, 

such as 15.0 knots in DWT 10,500 ton one and 14.0 knots in 

DWT 35,000 ton one. Even though the center of buoyancy 

and gravity of the struck ship is located at the bulkhead 

between the 3rd and 4th cargo holds, striking ship was 

scheduled to collide to the relative weak 3rd cargo hold.

 

The 1st scenario was perpendicular collisions of the 

striking ships to the center of the 3rd cargo tank side 

structure in the case of its stationary condition, and the 2nd 

scenario, also, the perpendicular collisions to the side 

structure at bulkhead between the 2nd and 3rd cargo holds 

of the struck ship in service with full design speed, 12.0 

knots. Several collision scenarios at acute attack angles, 

such as 60, 70, 75 and 80 degrees, were tried for the struck 

ship in service with 12.0 knots for more severe damage of the 

struck side structure. In this study, some of them, such as 

DWT 35,000 ton at attack angle 60 degree, DWT 10,500 and 

35,000 ton at attack angle 80 degree, are illustrated in both 

light ballast and full loading conditions.

It is well known that fracture criterion and material 

properties are very important in the crashworthiness analysis 

of ship and cargo collision problem. Strain rate dependent 

material of Cowper-Symonds model in LS-DYNA code might 

be suitable for the collision simulation, and failure strain 

should be also determined by the ratio of finite element size 

to its thickness in the crashworthiness analysis (Lee, 2007).

 

1:5 scale grounding tests of NSWC (Rodd and Sikora, 

1995) are usually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F.E. simulation 

capacity and fracture criterion, as shown in Fig. 7. One of 

test models, ADH/PD328V, was simulated using rough and 

fine mesh models with failure strains from 0.20 to 0.35, as 

shown in Fig. 8, and material properties of ASTM 569, as 

shown in Table 5. It could be found that failure strain 0.3 is 

suitable for the fine mesh with ratio 12.5 of finite element size 

to its thickness, and failure strain 0.2, for the rough model 

with ratio 25.0 (Lee, 2007).

 



(a)  Grounding test setup

 

 (b) Double hull mode ADH/PD328V

Fig. 7 Grounding test of NSWC (Rodd and Sikora, 1995)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ASTM 569

Property ASTM 569

Young's modulus 3.00×10
7
ksi

Density 7.43×10
-4

lbfs/in
2

Poisson's ratio 0.30

Yield stress 41.00 ksi

Ultimate stress 50.00 ksi

Failure strain 0.20, 0.25, 0.30, 0.35

Dynamic yield stress constants D=40.4 s
-1

, p=5

 

  

(a) Rough mesh model           (b) Fine mesh model

(c) Rough mesh model simulation    (d) Fine mesh model simulation

(e) Velocity response

 

 (f) Horizontal force response             (g) Vertical force response

Fig. 8 Grounding test simulation of ADH/PD328V model (Lee, 

2007)

 

In this study, mild and high tensile steels were used for 

striking and struck ship structures and cargo containers, and 

concrete, for cargo drum of type II. Material properties of 

mild and high tensile steels are summarized in Table 6. Strain 

rate dependent material of Cowper-Symonds was considered 

and failure strains 0.20, 0.25 and 0.30 according to the ratio 

of element size to its thickness. Their relationships of 

stress-plastic strain are represented in Fig. 9. Material type 

MAT_159 (MAT_CSCM_CONCRETE) was used for the 

concrete of cargo drum using default material properties of 

normal strength concrete with eroding option for its fracture.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mild and high tensile steels

Property  Mild steel High tensile steel

Young's modulus 206.0 GPa 206.0 GPa

Density 7,850 kg/m
3

7,850 kg/m
3

Yield stress 235.0 MPa 315.0 MPa

Ultimate stress 445.0 MPa 525.0 MPa

Failure strain 0.20, 0.25, 0.30 0.20, 0.25, 0.30

Dynamic yield stress constants D=40.4 s
-1
,q=5 D=24,805.6 s

-1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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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ess-strain curves of mild and high tensile steels

3. Ship Collision Simulation using FSI Technique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were performed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nd applying propulsion force to the 

ship in service. Total displacement was used for full-scale 

collision simulation; 3,600 ton for DWT 1,365 ton struck ship 

in full loading condition, 6,340 and 12,560 ton for DWT 

10,500 ton striking one in light ballast and full loading 

conditions, respectively, and 21,500 and 40,630 ton for 



35,000 ton striking one in both loading conditions. As 

mentioned before, the maximum design speeds were also 

used; 12 knots for struck ship, 15 knots for DWT 10,500 ton 

striking one, and 14 knots for DWT 35,000 ton striking one.  

Figures 10∼23 show the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s 1∼14, respectively.

 

3.1 10,500ton striking ship to stationary struck ship

 

In Cases 1 and 2, striking ship collided perpendicularly to 

the center of the 3rd cargo hold of stationary struck ship. As 

shown in Fig. 10 of Case 1, even the bow structure of 

striking ship was stuck in the side structure of struck ship, no 

damage was found in the inner hull of struck one. In the 

Case 2, as shown in Fig. 11, bow flare structure did not give 

the damage to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even with 3.5 

times weight.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10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1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11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2

 

3.2 35,000ton striking ship to stationary struck ship

 

In Cases 3 and 4, striking ship also collided 

perpendicularly to the center of the 3rd cargo hold of 

stationary struck ship. As shown in Fig. 12 of Case 3, a little 

bit small dent, around 0.47 meter, occurred in the inner hull 

of the struck ship with 0.17ⅹ0.19 m2fracturearea,just one 

finite element. Similarly in Case 2, there was no damage in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in Case 4, as shown Fig. 13.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d) Damage configuration in inner hull of struck ship

Fig. 12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3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13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4

 

3.3 10,500ton striking ship to struck ship in service at 90 degree

 

In Cases 5 and 6, striking ship collided perpendicularly to 

the bulkhead between the 2nd and 3rd cargo holds of struck 

ship in service. As shown in Figs. 14 and 15, there was no 

damage in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Contrarily to the 

stationary struck ship in Case 1, bow structure of striking ship 

with light ballast loading condition did not stick in the side 

structure of struck one due to passing by the bow structure. 

Almost the same collision behaviors occurred as Case 2 in 

the full loading condition.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14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5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15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6

 

3.4 35,000ton striking ship to struck ship in service at 90 degree

 

As the Cases 5 and 6, striking ship also collided 

perpendicularly to the bulkhead between the 2nd and 3rd 

cargo holds of struck ship in service in Cases 7 and 8. 

Similarly to the stationary struck ship in Case 3, bow structure 

of striking ship was stuck in the side structure and inner hull 

was dented by 0.662 meter and torn away a little bit large 

area, 0.34ⅹ1.71 m2,asshowninFig.16.There was still no 

damage in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in Case 8, as shown 

in Fig. 17.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d) Damage configuration in inner hull of struck ship

Fig. 16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7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17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8

 

3.5 35,000ton striking ship to struck ship in service at 60 degree

 

Striking ship collided at acute angle 60 degree to the 

forward area of the 2ndcargoholdofstruckone in service. There 

was still no damage in the inner hull of struck one by the 

DWT 10,500 ton striking ship in light ballast and full loading 

conditions. In this study, DWT 35,000 ton with both loading 

conditions were treated. As shown in Fig. 18 of Case 9, DWT 

35,000 ton in light ballast loading condition, bow structure of 

striking ship was stuck in the side structure and inner hull was 

dent by 0.818 meter penetration, and torn away by the area 

0.68ⅹ0.57 m2. There was still no damage in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in Case 10, as shown in Fig. 19.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d) Damage configuration in inner hull of struck ship

Fig. 18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9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19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10

 

3.6 10,500ton striking ship to struck ship in service at 80 degree

 

After trying acute attack angle 70 and 75 degree collision 

simulations, 80 degree attack angle collision responses were 

found to be the most severe in the inner hull damage of 

struck ship in this study. Striking ship collided to the 

backward area of the 2nd cargo hold of struck one. As 

shown in Figs. 20 and 21, no damage in the inner hull still 

occurred in Cases 12 and 13.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20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11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21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12

 

3.7 35,000ton striking ship to struck ship in service at 80 degree

 

As shown in Fig. 22 of case 13, large fracture occurred in 

the inner hull in the case of DWT 35,000 ton with light ballast 

loading condition, and bulbous bow penetrated the inner hull 

by 3.40 meter and tore a hole in the inner hull by around 

3.74ⅹ6.08 m
2
.There was still no damage in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in Case 14.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d) Damage configuration in inner hull of struck ship

Fig. 22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13

 



 

(a) Overall view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hull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23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Case 14

 

3.8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cargo container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again in 

the case of the most severe damage in the inner hull 

including two types of cargo containers and drums, IP2-I and 

IP2-III, with cell guide in the cargo hold. Figure 24 and 25 

show the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inner hull, cargo 

container and drum for IP2-I and IP2-III types, respectively. 

 

Container side plate thickness of IP2-I is 12.0mm, and 

that of IP2-III, 50.0mm. Whereas IP2-I container was 

damaged locally due to relative thin side plate and did not 

move, IP2-III one moved back globally due to strong side 

plate and side plate did not push the drum. Inner hull was 

dented by 0.502 meter and torn away along 1.34 meter strip 

in the case of IP2-I container, and dented by 0.603 meter 

and torn away along 1.71 meter in the case of IP2-III. These 

dent inner hull are just a little bit larger than the gaps 

between inner hull and container side plate.

 

(a)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shell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and cargo container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24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IP2-I type cargo 

container 

 

 

(a)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side shell
 

 

 

(b)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and cargo container
 



 

(c) Damage configuration of struck ship inner hull

Fig. 24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of IP2-III type cargo 

container

 

4. Consideration and Conclusion

 

In this study, two large striking ships among five ones, 

such as DWT 10,500 and 35,000 ton, compared to DWT 

1,365 ton striking one, were tried for the full-scale collision 

simulation with diverse scenarios for the conservative 

estimation of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ship structure 

and cargo container. No damage occurred in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by DWT 10,500 ton striking one in the light ballast 

and full loading conditions. It could be confirmed, as 

expected, that much large damage happened to the struck 

ship by the striking ship bow structure even in light ballast 

loading condition.

 

The largest striking ship brought, to a certain extent, large 

damage to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in the light ballast 

loading condition at acute attack angle 80 degree with the 

maximum design speeds. Cargo containers were also 

contributed to the crashworthiness of side hull and cargo 

drum. Whereas strong container with thick side plate could 

protect the damage of cargo drum from the penetration of 

striker, it moved globally instead of absorption of collision 

energy. There was no damage in the cargo drum and damage 

in the inner hull of struck ship was also much reduced.

 

From this study, it could be found that specialized ship was 

superior to the crashworthiness of ship collision due to the wide 

side double hull space, and that full-scale ship collision 

simulation was also very useful for the reasonabl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ship structure and cargo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nd applying propulsion force instead of velocity in 

collis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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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Analysis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Lee Sang-Gab, NAM Jae-Hyung, KIM Jin-Kyung and ZHAO Tuo(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To ensure a reasonable and reliable safety assessment of Cargo Containment System (CCS), its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with consideration of the shock failure characteristics of its components under impact loadings from 

iceberg collisions, and accurate and correct predictions of impact loadings should be also made on the inner hull 

under iceberg collision. In this study, full scale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to estimate a more reliable and 

realistic collision impact response,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and 

current force to iceberg instead of current velocity. DEFORMABLE_TO_RIGID option was used for the save of 

computational time before colliding of iceberg to LNGC in FSI analysis.

Keywords : Structural Safety Assessment(구조 안전성평가), Cargo Containment System (CCS, 화물창 단열시스템), Iceberg Collisions(빙산 

충돌),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유체-구조 연성해석), LS-DYNA code; DEFORMABLE_TO_RIGID option.

1. Introduction

Exploitation of the giant natural gas fields in the Western 

Arctic regions of Russia has precipitated the development of 

Arctic LNG shipping. This has led to the demands for more 

secure design of Arctic LNG Carrier (LNGC), and especially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Arctic LNG Cargo Containment 

System (CCS) under the impact of collision with iceberg. To 

ensure a reasonable and reliable safety assessment of CCS, 

its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with consideration of the 

shock failure characteristics of its components under impact 

loading from iceberg collision, and accurate and correct 

prediction of impact loading should also be made upon the 

inner hull under iceberg collision.

 

An advanced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a more 

realistic and reliable bow shoulder and side collision 

responses between a LNGC and a cubic iceberg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LSTC, 2011) and especially applying a 

drifting velocity of iceberg in the current by the application of 

the equivalent current loads to the iceberg (Lee et al., 2011). 

Iceberg was affected by the wave-making of LNGC in 

addition to the LNGC and iceberg motions in the water, and 

especially the relative drifting velocity of iceberg was obtained 

according to the squeezing pressure of the water layer 

entrapped between iceberg and LNGC. Even though iceberg 

was treated by the rigid one, the whole collision response 

could be enhanced right before its collision to LNGC for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the Arctic LNG CCS under the 

impact of collision.

 

To achieve a reasonabl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membrane-type CCS, it is necessary to obtain accurate and 

realistic responses of the inner hull. These can be derived 

from a full-scale iceberg-ship collision simula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surrounding seawater and a very fine 

mesh CCS model.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full-scale iceberg-ship collision simulations in practice 

because of the Courant time step size criterion of the explicit 

hydrocodes involved, such as LS-DYNA. The local zooming 

analysis technique may prove useful in overcoming this 

limitation in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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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analysis technique, the effects of iceberg 

crushing strength on the collision responses of LNGC were 

also determined from full-scale iceberg-ship collision 

simulations to obtain more accurate and realistic responses of 

the inner hull. To examine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iceberg, such as its brittle and ductile failure modes, uniaxial 

compressive ice test specimen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and compared with test results. Several factor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iceberg crushing 

strength on the collision responses of LNGC, including the 

failure strain, failure strength, failure tensile strength, Young’s 

modulus and iceberg mesh size (Lee et al. 2009).

 

In this study, full-scale bow shoulder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to estimate a more realistic and reliable 

collision response between a LNGC and cubic crushable 

icebergs, such as L×B×H=20×20×20 and 30×30×20m,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and 

especially applying a drift velocity of iceberg in the current by 

the application of the equivalent current loads to the iceberg. 

DEFORMABLE_TO_RIGID option was used for the save of 

computational time before colliding of iceberg to LNGC in FSI 

analysis.

 

FSI problems, such as sloshing and slamming etc., could 

be conveniently simulated by moving mesh algorithm and 

overlap capability of grid to structure mesh using the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MMALE) 

formulation and the Euler Lagrange coupling algorithm of 

LS-DYNA code, as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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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ormable structure, where fluid grid 

can overlap the structural mesh (Aquelet et al., 2003 and 

2006; Souli et al., 2000).

Fig. 1 Sketch of penalty coupling algorithm (Aquelet, et al., 

2006)

 

2. Collision Scenario and Modeling

More accurate and realistic iceberg-LNGC collision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considering surrounding seawater. The principal dimensions of 

150K membrane type LNGC are as follows: L.O.A.: 288.0 m, 

Breadth: 44.2 m, Depth: 26.0 m. Two cubic icebergs, such 

as L×B×H=20×20×20 and 30×30×20m, were struck to the 

1st cargo tank (bow shoulder structure) of LNGC with full 

loading condition.

 

A scenario was considered for the iceberg-LNGC collision 

situation, such as moving forward of LNGC in the case of 

evasive maneuvering to the iceberg, and iceberg in current 

condition. LNGC was supposed to be moving forward with full 

design speed 19.5 knots with a sharp turning at radial speed 

1.95 knots (10% of design speed). LNGC was imposed to the 

prescribed speed 19.5 and 1.95 knots in its local forward 

and lateral directions, respectively, because of its constant 

forward speed in the water for the time being even with 

sudden stop of propulsion. Iceberg was also assumed to be 

in current state with drifting speed 2.0 knots.

 

Figure 2 shows the overall view of finite element 

configuration of iceberg-LNGC collision simulation without air 

part for convenient view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Iceberg 

was located at 70 meter in the forwarding direction and 42.0 

and 43.5 m for 20×20×20 and 30×30×20m icebergs, 

respectively, in the lateral direction from LNGC at the starting 

time in collision simulation, as shown in Fig. 3, focusing on 

the reasonable approaching responses of iceberg-LNGC 

collision with consideration of their motions in the water, the 

effect of wave-making of LNGC on the iceberg and relative 

drifting speed according to the squeezing pressure in the 

water layer between them.

 

(a) 20×20×20m

(b) 30×30×20m

Fig. 2 F.E configurations of iceberg-LNGC collision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20×20×20m
 

(b) 30×30×20m

Fig. 3 Scenario of iceberg-LNGC collision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The finite element meshes of LNGC consisted of a rigid 

part and a deformable part, where the former part was 

constrained with water and air in the Eulerian domain and the 

latter part was contacted to the crushable iceberg. Iceberg 

was also constrained to the water and air. The mesh sizes of 

the shell elements in the deformable and rigid parts of LNGC 

were around 0.4 and 3.0 m, respectively, and those of the 

iceberg and fluid elements, 1.0 and 3.0 m, respectively. 

 

Figure 4 shows the peak stress response of sea iceberg 

according to strain rate, where failure peak stress is relatively 

large in the brittle region. In this study, 8.0MPa was chosen 

as crushing failure strength, 8.0GPa, as Young’s modulus, 

and 0.1, as failure strain. 

 

Fig. 4 Peak stresses of sea iceberg according to strain rate 

(IOC/NRC, 2008)

 3. Iceberg-Ship Collision Simulation 

using FSI Technique

Full-scale bow shoulder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using two sizes of rigid and crushable icebergs, such as 

20×20×20 and 30×30×20m,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Diverse collision responses of two sizes of iceberg are 

illustrated comparing rigid and crushable icebergs.

 

Figures 5 and 6 shows overall and close top views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with 20×20×20 

iceberg, respectively, and Figs. 7 and 8, also close iso 

forward and backward views, respectively, where ice 

crushable and rigid icebergs were compared after collision (at 

around 13.9 sec) to the 1st cargo tank (bow shoulder 

structure) of LNGC. Figure 9 illustrates the motion behavior of 

ice crushable iceberg due to wave-making of LNGC, and 

Figs. 10 and 11,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LNGC bow 

shoulder structure with and without ice crushable iceberg, 

respectively.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20×20×20m 

iceberg are represented in Fig. 12.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3.9 sec: ice & rigid iceberg

(c) 16.3 sec: ice iceberg

(d) 16.3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5 Overall top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20×2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3.9 sec: ice & rigid iceberg

 

(c) 16.3 sec: ice iceberg          (d) 16.3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6 Close top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20×2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3.9 sec: ice & rigid iceberg

 

(c) 16.3 sec: ice iceberg        (d) 16.3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7 Close iso forward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20×2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3.9 sec: ice & rigid iceberg

 

(c) 16.3 sec: ice iceberg        (d) 16.3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8 Close iso backward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20×2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b) 10.0 sec

 

(c) 13.9 sec                          (d) 16.3 sec

   

(e) 17.3 sec                              (f) 20.0 sec

Fig. 9 Close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20×20×20m ice crushable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13.9 sec                      (b) 16.3 sec

 

(c) 17.3 sec                   (d) 20.0 sec

Fig. 10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LNGC bow shoulder 

structure with 20×2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13.9 sec                      (b) 16.3 sec

 

(c) 17.3 sec                   (d) 20.0 sec

Fig. 11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LNGC bow shoulder 

structure without 20×2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13.9 sec                 (b) 16.3 sec

(c) 17.3 sec              (d) 20.0 sec

Fig. 12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20×20×20m iceberg 

in LNGC-iceberg collision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Similarly to the 20×20×20m iceberg cases, overall and 

close top views, close iso forward and backward views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s with 30×30×30 m 

iceberg can be found in Figs. 13~16, respectively. Motion 

behavior of ice crushable iceberg due to wave-making of 

LNGC,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LNGC bow shoulder 

structure with and without ice crushable iceberg, and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30×30×30m iceberg are also 

represented in Figs. 17~20, respectively.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4.0 sec: ice & rigid iceberg

(c) 16.5 sec: ice iceberg

(d) 16.5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13 Overall top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30×3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4.0 sec: ice & rigid iceberg



 

(c) 16.5 sec: ice iceberg      (d) 16.5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14 Close top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30×3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4.0 sec: ice & rigid iceberg

 

(c) 16.5 sec: ice iceberg      (d) 16.5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15 Close iso forward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30×3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ice & rigid iceberg       (b) 14.0 sec: ice & rigid iceberg

 

(c) 16.5 sec: ice iceberg      (d) 16.5 sec: rigid iceberg

 

(e) 20.0 sec: ice iceberg            (f) 20.0 sec: rigid iceberg

Fig. 16 Close iso backward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30×3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6.9 sec: ice iceberg       (b) 10.0 sec: ice iceberg

  

(c) 14.0 sec: ice iceberg          (d) 16.5 sec: ice iceberg

 

(e) 17.3 sec: ice iceberg             (f) 20.0 sec: ice iceberg

Fig. 17 Close view of LNGC-iceberg collision response 

behavior with 30×3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14.0 sec                      (b) 16.5 sec



 

(c) 18.0 sec                   (d) 20.0 sec

Fig. 18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LNGC bow shoulder 

structure with 30×3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14.0 sec                      (b) 16.5 sec

 

(c) 18.0 sec                   (d) 20.0 sec

Fig. 19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LNGC bow shoulder 

structure without 30×30×20m iceber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 14.0 sec                (b) 16.5 sec

(c) 18.0 sec             (d) 20.0 sec

Fig. 20 Damage response behaviors of 30×30×20m iceberg 

in LNGC-iceberg collision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While 20×20×20 and 30×30×20m rigid icebergs were 

rebounded right after colliding to LNGC bow shoulder 

structure, ice crushable ones were crushed partially at the 

corner and along the edge. 20×20×20m ice crushable 

iceberg was stuck on the side structure and rotated, while 

30×30×30m ice crushable one was just slid on the side 

structure due to its heavy weight compared to 20×20×20m 

one. Side structure at colliding area was damaged a little bit 

more by 30×30×30 m ice crushable iceberg, but the overall 

side structure, much more  by  20×20×20m one.

 

Figure 21(a)~(c) illustrates (a) forward, (b) lateral, and (c) 

vertical displacement responses of ice crushable and rigid 

icebergs according to time and distance from LNGC bow, 

respectively, comparing 20×20×20 and 30×30×20m ones. 

Figure 21(d)~(g) also shows (d) forward and (d) drifting 

speed responses of icebergs, and (d) forward and (d) drifting 

relative speed responses of icebergs, respectively.  

 

 

 

(a) Forward displacement of iceberg

 

 

(b) Lateral displacement of iceberg

 



 

(c) Vertical displacement of iceberg

 

 

(d) Forward speed of iceberg

 

 

(e) Drifting speed of iceberg

(f) Forward relative speed of iceberg

 

(g) Drifting relative speed of iceberg

Fig. 21 Collision responses of icebergs

 

Since the radial speed 1.95 knots of LNGC was added to 

the lateral drifting velocity 2.0 knots of iceberg, the maximum 

relative lateral drifting and forward velocities of iceberg were 

3.95 and 19.5 knots to the LNGC, respectively. It could be 

confirmed that icebergs were affected and moved forward by 

the wave-making of LNGC at around 20.0m ahead from the 

LNGC bow with over 2.0 knots and 9.0m to the forward 

direction at colliding time. 20×20×20 and 30×30×20m 

icebergs were also moved back from the side structure the 

squeezing pressure of the water layer entrapped between 

iceberg and LNGC to around 5.0 and 6.0m with 2.5 and 1.3 

knots relative drifting speed, respectively, at colliding time. It 

could be found that icebergs were also rising up to about 

5.0m right before colliding, and that rigid iceberg were 

rebounded right after colliding.

 

Figure 22(a) shows the plastic strain distribution of side 

shell and frame structures, and Fig. 22(b), the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on the inner hull, by the collision of ice 

crushable iceberg, with the maximum effective stress 

responses of side shell and inner hull, as shown in Fig 22(c). 

Figure 22(d)~(f) represents the maximum deformation, velocity 

and acceleration responses on the inner hull, and Fig. 22(g) 

and (h) compares the maximum velocity and acceleration 

responses on the side shell and inner hull. Collision force 

responses can be represented in Fig. 22(i), with comparison 

by the iceberg size and ice crushable and rigid icebergs.

 

20×20×20m      (a) plastic strain distribution    30×30×20m

 20×20×20m       (b)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30×30×20m



20×20×20m       (c) effective stress response   30×30×20m

 

(d) deformation response on inner hull  (e) velocity response on inner hull

(f) acceleration response on inner hull

(g) velocity response on side shlee and inner hull

(h) acceleration response on side shell and inner hull

 

(i) collision force response

Fig. 22 Collision responses of LNGC

 

Plastic strain did not occur on inner hull and frame 

structure close to inner hull, such as stringer and web 

members, very low stress, around 60.0MPa, occurred on the 

inner hull compared to that on the side shell. The maximum 

deformations were also relatively small, such as 7.0 and 

14.0mm, and permanent ones, 3.0 and 4.0mm, by the 

20×20×20 and 30×30×20m ice crushable icebergs, 

respectively. Contrary to the deformation response on the 

inner hull, the maximum velocity and acceleration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iceberg mesh size and side shell and 

inner hull, and around 1.0m/sec velocity and 500g 

acceleration occurred on the inner hull right after collision of 

ice crushable icebergs.

 

Around 30.0MN collision forces occurred right after 

collision of ice crushable icebergs, and large peak one 

occurred again by 20×20×20m one by its stuck into the side 

structure again, which might be due to the crushable 

characteristics of iceberg and radial speed of LNGC to the 

iceberg with small size iceberg slid along the side structure 

and stuck on it, and with large icebergs slid and passed 

away due to it large weight. Contrarily to the ice crushable 

iceberg, collision force of large iceberg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small one, and those of 20×20×20 and 30×30×20m 

rigid ones were  around 600 and 1,200MN, respectively. 

 

4. Consideration and Conclusion

 

In this study, advanced iceberg-ship collision simulation 

was carried out for a more realistic and accurate predictions 

of impact loadings,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and especially applying a drift velocity of iceberg in the 

current by the application of the equivalent current loads to 

the iceberg. The effect of wave-making of LNGC on the 

iceberg behavior could be confirmed in addition to the LNGC 

and iceberg motions in the water, and especially the capacity 

of relative drifting velocity of floating bodies could be found 

very important in the collision responses according to the 

squeezing pressure of the water layer entrapped between 

them.

Very reasonable responses on the inner hull were also 

obtained using ice crushable icebergs, such as relatively very 

small deformation and low stress distribution on the inner hull. 

However, the maximum velocity 1.0m/sec and acceleration 

500g also occurred on the inner hull around the impact area 

of iceberg collis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local 



zooming analysis for the structural safety of MARK III 

membrane-type CCS. In the future study, local zooming 

analysis of MARK III membrane-type CCS will be performed 

using the isotropic/orthotropic elastic CCS components with 

elastic and plastic mastic with failure characteristics.  

 

References

 

Aquelet, N., Souli, M., Gabrys, J.. and Olovsson, L., 2003. 

A new ALE formulation for sloshing analysis. Struct. 

Engrg. Mech., Vol 16, No 4, pp 423 440.

Aquelet, N., Souli, M., & Olovsson, L., 2006. Euler

Lagrange coupling with damping effects: Application to 

slamming problems.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Vol 195, pp 110 132.

IOC/NRC, 2008. Bergy Bit Impact Study. presentation.

Lee, S.G., Lee, J.S. and Baek, Y.H., Paik, J.K. & Kim, 

B.J., 2009.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in 

Membrane-type CCS in LNGC under Iceberg Collisions. 

ICSOT 2009, Busan, Korea.

Lee, S.G. & Nguyen, H.A., 2011. Iceberg-LNGC collision 

simulation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ASME’11 Plus, 

The 2011 World Congress on Advanced in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18-22 September 2011, 

Seoul, Korea.

LSTC, 2011. LS-DYNA User's Manual, Version 971 R5. 

Livermore Soft Technology Corp., USA.

Rodd, J. & Sikora, J., 1995. Double hull grounding 

experiments. Proceedings of the 5th ISOPE, pp 446-456. 

Souli, M., Ouahsine, A., & Lewin, L., 2000. ALE formulation 

for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oblems.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Vol 190, pp 

659-675.



해상풍력발전구조물의 충돌

Collision of the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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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planning to install offshore wind turbine(OWT) farm. As OWT field are 

more developed, the risk such as the collision between ship and OWT will be increased. However, many people think 

since the collision possibility is too low,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collision. Even though collision accidents hardly 

occur, it could cause severe pollution by spilled oil and economical damage. European countries already carried out risk

analysis for OWT and invested to improve the collision safety of their foundation structure. In this paper,  it will be dealt 

with damage after the collision between OWT foundation and ship, especially bow part.

Keywords :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 Ship Collision

1. 서 론

현재 풍력발전산업의 동향은 육상에서의 블레이드 설계 기술　

및 풍력발전구조물의 전반적인 기술을 토대로 해상에서의 풍력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방대한 설치 장소 및  강한 

바람이 주기적으로 분다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많

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해

상풍력발전기가 유럽에서 건설되었고,  10년 내 수많은 해상풍력

지역(wind farm)건설 프로젝트들이 계획 되고 있다. 해상에 풍력

발전기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선박이 해상풍력발전기와 충돌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에 많은 연구기관 및 국가 기관은 선박과

의 충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

다[8].  이미 유럽에서는 해상풍력지역(wind farm)에서의 안전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SAFESHIP project를 수행하는 등 선박과 

해상풍력발전기의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왔다[1]. 선

급에서도 GL Wind Energy, DNV Wind와 같은 Project를 기반으

로 해상풍력터빈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며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발행하였다. 특히 DNV Offshore standard 2011에서는 사

고한계상태(Accidental Limit State)관점으로 해상풍력터빈 충돌

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 Guideline을 언급하였다[2]. 타워 및 전

체의 구조물을 지지하는  해상 기초구조물의 설계는 충돌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다. 기초구조물의 종류

에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고정식 기초인 Mono pile 

type, 자켓식 구조물로 지지하고 말뚝 또는 파일(pile)로 해저에 

고정하는 Jacket type과 미래 심해 부유식 구조물로 각광받는 

Floating type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과 jacket식 해상풍

력구조물의 충돌 대하여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는 모델링을 위한 Pre-processor인 

ABAQUS/CAE를 사용하였고, 해석프로그램으로 ABAQUS/ 

EXPLICIT를 이용하여 충격해석을 수행하였다. 선박과 풍력발전

기초구조물 충돌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기초구조물의 손상정

도를 평가하였다.

Fig. 1 Jacket type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 on the 

coast of Belgium by RWE Innogy.

[http://www.c-power.be/j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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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모델 제작 및 실험 개요도

실험모델 제작에 앞서 모델의 치수를 정하기 위하여 통상 실

제 해상풍력터빈 기초구조물에 쓰이는 강관치수를 조사 하였다. 

D/t 비는 약 20 ~ 60사이의 강관들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토대로 실험모델에 쓸 파이프의 D/t값을 그 범위에 맞게 정하였

다. 실험 모델의 형상은 기초구조물의 일부분인 H형의 모델로

써 총 3개의 강관을 용접하여 제조하였다. 실험 모델 24개를 

만들기 위하여 총 18본의 강관을 사용하였고, 그 중 5본의 강

관의 Cutting Plan을 Fig.2에서 나타내었다.

  

Fig. 2 Pipe cutting plan

Fig 2의 위쪽에 위치한 3본의 강관들은 충돌부, 즉 실험 모델

의 중앙부에 위치할 강관으로써 각 모델마다 다른 재원을 가지

도록 설계하였다. 각 강관에 모델명을 표기하여 각각 사용될 모

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강관 사이에 작은 부분

은 joint 제작 시 강관간의 접합에 제거될 마진이며 중앙부에 위

치한 강관은 인장시험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 2본의 강관들은 

모델의 side에 위치할 강관으로 모든 모델의 side에는 같은 재

원의 강관들을 하였다

Fig. 3 Experimental model, striker and clamp.

3. 자유낙하 충돌실험

 선박으로부터 충돌 하중을 받는 해상풍력기초구조물 의 변형 

형상 및 손상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jacket형 기초구조물의 측면 

부 형상을 참고하여 모델을 제작하였다. 실험 조건 및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3.1 실험 장치와 실험 모델

충돌 실험에 사용된 장치로는 Frame, 모터 및 감속기, 전자석  

그리고 경계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Clamp로 구성되며, 최대낙하

높이는 약 3m, 전자석의 전격용량은 1.5톤이다. Fig.4에서 실

험모델, Striker, 실험 장치를 포함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4 Experimental facility and model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에 위치한 강관은 모델에 따라 재원이 

변하므로 앞으로 편의상 각각의 강관을 OWP-모델명, side에 

위치한 강관은 PIPE-B 이렇게 정하겠다. 다음 표에서 각 강관

의 재원 및 무 차원 값을 나타내어 보았다.



Table. 1 The Dimensions of models                      

Model
L D t

L/D D/t
(mm) (mm) (mm)

OWT-A2 1286 76.3 4.2 16.4 18.6

OWT-D2 1286 76.3 2.1 16.4 37.3

PIPE-B 1300 114.3 4.2 11.4 27.2

3.2 충돌체

실험에 사용된 두 모델에 대한 충돌체(striker)의 질량은 

293.4kg이며 낙하 높이(Drop height)는 1m로 하여 실험하였다. 

선박의 Bow와 같이 형상화하기 위하여 wedge형 striker를 사용

하였으며, wedge의 끝 부분의 반지름은 14.5mm로 충돌체의 

상세한 형상은 Fig. 5와 같다.

Fig. 5 Striker side(left)and front view(right)

3.3 경계조건

실험 모델의 경계조건은 실제 구조물의 경계조건과 같이 모든 

방향의 변위에 대하여 구속한 경계 조건을 주었다. 실험에서 

Fix condition을 구현하기 위해서 Clamp와 고무패드를 강관에 

감싼 후 양쪽 side에 볼팅으로 압박하여 모든 방향의 변위를 구

속하였다.

3.4 충돌에 대한 손상 유형 및 손상 측정법

일반적으로 강관의 손상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

다.  첫 번째 손상유형은 직접적인 충돌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local denting으로 충돌 지점의 원 형상 단면이 찌그러지는 손

상이다. 두 번째 유형은 global bending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

체 처짐(out of straightness)이다. 다음 Figure들은 denting과 

전체 처짐 손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Fig. 6 Local denting and out of straightness

Denting과 Out of straightness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ⅰ) Local Denting, Non-dimensionalised Denting

   
  ( 1 )

 





       ( 2 )

ⅱ) Out of Straightness, Non-dimensionalised out of 

straightness

  

      ( 3 )

 





  ( 4 )

 : Local Denting

 : Out Of Straightness

 : 손상 전 단면의 지름

 : 손상 후 단면의 최소 지름


: 손상 전 상단부에서 손상 후 하단부까지 거리



3.5 그리드 형상 및 strain gage 부착

이번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손상형태를 비롯해 

강관간의 접합부인 joint부위에서 발생하는 응력집중에 의한 손

상이 더 추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W Vissor(2004)는 선박과의 

충돌 시 joint의 강도 약할 경우 충돌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기 전 

brace부분에서 파단이 발생한다고 하였다[4]. 본 실험에서는 

local denting, out of straightness 그리고 joint부 응력집중 이 

세 가지 손상 유형이 있다. 

손상에 대한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충돌 지점 주위 그리드 

크기는 20mm × 20mm, 나머지 부위 그리드 크기는 40mm × 

40mm를 그렸고, 손상에 대한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충돌 

지점에서 길이 방향 80mm 떨어진 위치와 파이프 양 끝 조인트 

부분에 불 균일 형상에 의한 응력집중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in gage를 부착하였다. 그리드형상 및 Strain gage 부착 위

치는 다음과 같다.

Fig. 7 Strain gage and grid arrangement

 위 그림에서 180°에 해당하는 선이 강관의 윗부분이며 그 선

과 중앙선과의 교차점이 충돌 지점에 해당한다. 즉, 0°에 해당

하는 선과 360°에 해당하는 선은 동일한 선으로 강관의 아랫부

분 중앙부에 하나 부착하여 총 5개의 strain gage를 사용하였

다.

3.6 낙하 충돌실험 결과

낙하 충돌실험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세 가지 손상

형태로 나타났다. 충돌지점 주위에 발생하는 local denting에 

의해 앞서 설명한 손상된 단면 형상이 되었으며 중앙부와 Joint

부의 손상은 Fig.8에서 사진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Fig. 8 Undamaged and damaged model 

(Center part and joint part)

 실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두 가지 손상유형을 분

류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Experimental result 

Model
Depth of 

dent

Out of 

Straightness

OWT-A2 27.47 mm 65.37 mm

OWT-D2 36.44 mm 78.65 mm

4. 해석법의 검증

본 모델 수치해석에 앞서 이번 연구에 사용될 수치해석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상래(1987)의 단일 강관에 대한 충돌 실험

에 대해 수치해석을 하였다[3]. 실험 모델의 재원 및 물성치는 

다음 표과 같다.



Table.3 Model geometry and material properties         

4.1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선박의 충돌과 같이 부재의 파단이나 대변형률이 발생하는 문

제에 있어서 소성구역 재료특성은 수치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의 수치해석에서는 식( 5 ) Zhang et al(. 

(2004)의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였다[7].

( 5 )
 

( 6 )
  

 

( 7 )

 : 극한응력( )에 대한 최대 균일 변형률

  : 오일러의 수

 : 인장 강도

 만약 값만 알고 있을 경우, 값은 다음과 같은 약산 식 

( 4 )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 8 )

4.2 수렴성 검토

본격적인 수치해석에 앞서 모델에 적합한 요소의 크기를 선정

하기 위해 실험모델과 같은 형상을 대상으로 요소 크기에 따른 

처짐량의 수렴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요소 생성 시 충돌 지점 

주위에 큰 처짐량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세밀한 요소(fine 

mesh)를 생성하였고 충돌 지점에서 비교적 떨어진 구간에 대해

서는 소한 요소(coarse mesh)를 사용하였다. 수렴성의 검토 결

과 다음 그래프와 같이 요소 크기 4mm×4mm에서 수렴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 Convergence test on impact region

4.3 수치해석과 실험값의 비교

 앞서 수행한 수렴성 검토를 통해, 요소 생성시 4mm×4mm의 

요소를 생성하여 각 모델에 대해서 수치해석을 해보았다. 실험

값과 수치해석 결과 값의 비교 차트는 다음과 같다. 총 18개의 

모델에 중 non-dimensionalised out of straightness값이 0.002

미만의 데이터는 모델의 initial shape imperfection을 고려하여 

결과의 오차가 클 것이라 판단하여 무시하였다. 다음 표는 이 

데이터들을 제외한 11개의 모델에 대하여 Local denting, out  

of straightness와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비(Exp./Pred.)

정리한 것이다.

Table.4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Out of straightness의 값은 약 9.5%의 오차가 Depth of dent

의 값은 14%의 오차가 발생하여 충돌에 대한 수치해석으로 어

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몇몇 데이터는 

비교적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재료의 특성치 가정으로 인



한 오차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실험을 통해 다시 수치해석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실험모델에 대한 수치해석 

 

앞서 수치해석법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실험 

모델에 대하여 수치해석 해보았다. 이번 수치해석에서도 수렴성 

검증을 후, 본격적으로 실제 실험모델에 대해서 손상도 평가를 

하였다. 

5.1 수렴성 검증

 본격적인 수치해석에 앞서 적절한 요소의 크기를 선정하기 위

해 실험모델인 강관과 같은 형상을 대상으로 요소 크기에 따른 

처짐량의 수렴성 검토를 하였다.  요소를 2mm×2mm부터 

30mm×30mm까지 크기를 사용하여  OWT-A2모델에 대하여 수

치해석을 해보았다. 결과는 다음 Fig.10와 같다.

  

Fig. 10 Convergence test on impact region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Element size가 4mm×4mm일 경우 

강관의 처짐량이 수렴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추후의 수치해석

은 모두 4mm x 4mm 크기의 요소 사용하였다. 이전 수치해석

과 같이 이 모델에서도 충돌체가 충돌하는 부분은 세밀한 요소

(fine mesh)를 생성하여 해석하였고, 충돌부에서 먼 곳은 조금 

더 큰 요소(coarse mesh)를 생성하여 해석하였다.

이전 수치해석과 달리 본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에서는 충돌부 

뿐만 아니라 불 균일 형상으로 인해 응력집중이 발생 할 강관

간의 접합부인 joint부분 역시 세밀한 요소를 생성하였다. 이 부

분 역시 적절한 요소 크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렴성 검증을 

해보았다. Joint부 역시 중앙부와 같이 4mm×4mm의 요소에서 

수렴하였다. 결과 그래프는 Fig.11와 같다.

Fig. 11 Convergence test on joint part

Fig. 12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4.4 수치해석 입력 데이터

실험 모델의 정확한 물성치는 얻기 위해서는 인장시험을 시행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강관은 일반구조용 강관으로써 

KS규격에 따르면 12호B 시편을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시행하여

야 한다[5]. 시편 형상에 대해서는 Fig.13에서 나타내었다. 

Fig.13 12B Specimen

Table.5 The dimension of specimen(unit: mm)  

                    

앞서 말한 인장시험은 추후 시행할 예정이며, 본 논문에서는 항복

응력과 탄성계수등의 실험 모델의 물성치 이전 경험 자료에 의하여 

300Mpa, 207,000Mpa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소성경화 구성방정

식으로는 앞서 설명한 Zhang식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하였다. 

4.5 수치해석 결과

앞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의 손상에 대해 구해보았다. 먼저 

local denting을 구하기 위하여 충돌 지점과 반대편의 중앙 점

의 처짐량을 산정하여 구했으며, out of straightness를 구하기 

위하서는 중앙 단면의 plastic neutral axis에 해당하는 점의 처

짐량을 산정하여 구하였다. 충돌 부위의 영구 처짐 구간의 평균 

손상깊이를 측정하였으며, Striker의 충돌위치를 가능한 한 실험

과 일치하도록 모델링 하여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Table.6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Model
Depth of 

dent

Out of 

Straightness

OWT-A2 23.54 mm 59.99 mm

OWT-D2 39.84 mm 83.23 mm

다음 절에서는 앞에 했던 실험에 대한 수치해석을 하여 실험 

값과의 비교를 통해 실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겠다.

6. 결론

6.1 실험결과 값과 수치해석 결과 간의 비교

앞서 시행한 실험결과 값과 수치해석 결과 값을 비교하여 실

험 결과에 대한 검증해보았다. 결과 값에 대해서 오차에 대한 

Mean value와 COV(Coefficient of variance)를 정리하여 비교

해보았다.

Table.7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두 모델 중 강관의 두께가 두꺼운 모델인 OWT-A2의 Denting 

손상은 약 16%의 높은 오차가 나왔다. 하지만 OWT-D2의 손

상을 포함한 나머지 손상은 10%내의 오차가 나왔다. 나아가 더 

많은 모델에 대한 충돌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할 것이며 충돌 

위치 등의 충돌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변화 시켜 수행

할 계획이다.

6.2 충돌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해상풍력터빈 기초구조물의 충돌에 대한 손상을 여러 가지 변

수를 통하여 수치해석과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 충

돌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는 다음과 같다.

- 강관의 D/T ratio

- 모델의 L/D ratio

- Striker의 질량

- 충돌 속도

- 충돌 위치   

 추후 실험에서 모델의 재원과 다양한 실험 조건에 대해서 변

화를 주어 각 변수가 모델 손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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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such as good stability and being easy for tank cleaning and construction, 

etc, corrugated bulkhead is usually used in the oil or chemical tanker. As several kinds of corrugated bulkhead joints

are used in structure, it is important for the joint to know the features of them. By using Patran & Nastran to calculate 

the distribution of displacement and stress of different types of joints under the same loading, the main study is about 

the common joint forms for the corrugated bulkhead of the oil/chemical tanker. The study can be referenced by those 

who design the joints for the corrugated bulkhead of the oil/chemical tanker.

Keywords :Corrugated bulkhead(주름진 격벽), Joint form(연결 양식), Oil/chemical tanker(유조선이나 화학제품운반선)

1. Introduction

With large number of the crude oil tankers or products 

carriers used in the commercial transportation, the 

transportation market of chemical products is growing step 

by step in the same time. And the quantity demanded of 

oil/chemical tanker is bigger than before. Although the 

ship can load with not only product oil but also chemical 

products, firstly it needs to solve several problems such as 

loading several different kinds of liquid cargos, keeping 

the corrosion resistance and being complex for tank 

cleaning, etc. So it is advantageous for corrugated 

bulkhead to solve last problems. It can make the force 

distribute on the deck and inner bottom equably and avoid 

the local stress concentration producing. It has benefits to 

the stability through decreasing the rolling of the liquid 

level. Also, it is easy for tank cleaning and construction 

and so on. But there are some shortages in corrugated 

bulkhead, like stress concentration is possible to happen 

in the joint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e bulkhead and 

easy for welding portion to produce crack, etc.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corrugated bulkhead 

joint based on 17K ton oil/chemical tanker. Four types of 

corrugated bulkhead joints are considered and compared 

to get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sam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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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rugated bulkhead joint on the 

oil/chemical tanker 

In normal situation, a bulkhead which is comprised of 

plating arranged in a corrugated fashion is called corrugated 

bulkhead. The basic corrugated bulkheads are arranged on 

the part of the liquid cargo tanker with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one. The corrugated bulkhead is shown in the 

figure 1.

  Fig.1 Corrugated bulkhead on the oil/chemical tank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rrugated bulkhead, the joint 

form of the corrugated bulkhead also has several main types 

in the practical production. The following will show the main 4 

types of the corrugated bulkhead joint which is from the 

references and practical application.

       Fig.2 Type 1 for corrugated bulkhead joint

      

 Fig.3 Type 2 for corrugated bulkhead joint

          Fig.4 Type 3 for corrugated bulkhead joint

          

Fig.5 Type 4 for corrugated bulkhead joint

Because it is easy for the joint to produce the stress 

concentration and the weld crack, so the joint should be 

taken more attention on the structural strength. And the listed 

4 joint forms would be taken a compare for the structure 

analysis and displacement to get characteristic of each other.

3. Calculation and Analysis of joints  

   It is used by the program of Patran & Nastran. For having 

the comparability, the corrugated bulkhead is based on the 

17K ton chemical/oil tanker. The listed joints would be 

analysed in the same loading condition and boundary 

condition.

3.1 Physical dimension of the corrugated bulkhead

Fig.6 An element of the corrugated bulkhead 



Liquid:   gasoline 97
#

;  T=20℃;

ρ=7.39X10
-1

t/mm P=ρgh

=7.39X10
-1

X9.81X10
3
X10

4

=7.23X10
-2  

Mpa

g=9.81X10
3
mm/s

2

h=10000.00mm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corrugated bulkhead

Item dimension

Panel wide   a 1150mm 

  Plate wide   b 1215mm

slot depth   h 1100mm

ripple angle   a 65°

 Length   l 3300mm

(The dimensions in fig6 are listed at Table 1)

3.2 Fem modeling of joints

The modeling for the corrugated bulkhead joint is made by 

Patran. Materials and element types which are used in the 

whole  of 4 joint forms are the same. They are shown in the 

following figures(from fig.7-10).

Fig.7 Model 1 for joint type1

Fig.8 Model 2 for joint type 2

Fig.9 Model 3 for joint type 3

Fig.10 Model 4 for joint type 4

3.3 Loading condition

 As the oil or chemical tanker is used for loading the liquid 

cargo, so the corrugate bulkhead is loaded by liquid. It takes 

gasoline 97
#
(20℃)as an example in this paper. Because the 

most dangerous loading condition is that liquid cargo is  

loaded in adjacent cater-corner tankers (Fig.11). The main 

from of the loading is the uniform liner stress of the liquid 

cargo. Also, it is convenient for the different types to do the 

compared analysis, just put the vertical uniform stress on the 

structure (Table 2).

Table 2  Liquid cargo load



Location of the 
independent 

point

Translational Rotational

Dx Dy Dz Rx Ry Rz

 the deck part 
of model 

Fix Fix Fix Fix Fix Fix

the DB part of 
model 

Fix Fix Fix Fix Fix Fix

Edge part of 
model 

Fix _ _ _ Fix Fix

Corrugated 
Bulkhead

Joint Type
1 2 3 4

Materials steel steel steel steel

Maximum   
Stress(Mpa)

60.9 63.9 55.5 113

Allowable   
Criteria(Mpa)

235 235 235 235

Fig.11 Loading in adjacent cater-corner tankers

3.4 Boundary condition

Corrugated bulkhead is bended by the load of liquid cargo 

and water pressure. Due to the rigidity of double bottom and 

upper deck is more bigger than the bulkhead, so they can be 

regarded as rigid mount in this paper. Because corrugated 

bulkhead joint is main considered, the boundary condition is 

according to the following table.

Table 3  Boundary condition

3.5 Calculation result

Fig.12 Stress result 1 for type 1

Fig.13 Stress result 2 for type 2

Fig.14 Stress result 3 for type 3

Fig.15 Stress result 4 for type 4

Table 4  Result for stress analysis



Corrugated 
Bulkhead

Joint Type
1 2 3 4

Maximum   
Displacement

(mm)
2.04 1.97 1.70 4.21

Fig.16 Displacement result 1 for type 1

Fig.17 Displacement result 2 for type 2

Fig.18 Displacement result 3 for type 3

Fig.19 Displacement result 4 for type 4

Table 5 Result for displacement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stress of 

the whole joints is small in the headpiece and big in the 

bottom. That is because of the hydrostatic force. Then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structure, first 3 ones show better 

structure stiffness than type 4 which the main strengthened 

structure is put in longitudinal direction. with the influence, in 

the displacement the first 3 ones are small and similar except 

type 4. Although type 3 has the box structure and is good to 

resist the deformation, the type 1 and 2 are also not bad in 

this part.   

4. Conclusion

Through the FEM analysis, it can be obtained the results of 

the maximum stress and maximum displacement in the 

corrugated bulkhead. Then it can be known that all maximum 

stress in the four kinds of the load cases is under the 

allowable criteria. In the results, type 4 is largest one in the 

stress and displacement and type 3 is smallest one. 

According to the structure strength and tank washing, type 4 

is not better than the others. It is not good for the 

large-scale using. Although type 3 is best one in the whole 

types, its structure is a little more complex than type 1 and 2. 

According to different build situation and requirement, the 3 

types have its characteristics each other.

 

References

Yasuhisa Dkumoto, Yu Takeda, Tetsuo Okada, 2009. Design 

of Ship Hull Structure.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JeffreyM. Steel. 1989. Applied Finite Element Modeling. New 

York: Eastman Kodak Company Rochester.

TENG Xiao-qing, LI Run-pei, 2000. Ultimate Strength of the 

Corrugated Bulkhead. Journal of Ship Mechanics of China, 

2004, 8, 4(4). 

ZHANG Xue-biao, LIN yan, JI Zhou-shang, et al. 2004. Fintie 

Element Analysis for Pontoon Structural Strength during 

Ship Launching[J]. Journal of Ship Mechanics of China, 

2004, 18(6):113-122.

Sang-Hoon Shin, Sung-Kil Nam, 2003, A Study on Optimum 



Structure Design of the Corrugated Bulkhead Considering 

Stool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0, No.4, pp. 53-58.

Gan Xilin, Zhou Dianbang, etc. 1997, Ultimate Load-Bearing 

Capacity Analysis of Corrugated Bulkhead of 29000 DWT 

Bulk Carrier. Journal of Ship Mechanics of China, 1997, 

10(2).



추가 압력을 받는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의 전선강도해석 

 

조윤옥, 이대성, 박인성, 강병석 (삼성중공업)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에즈막스(Suezmax)급 원유운반선(Tanker, Crude oil carrier)의 전선강도해석을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의 Guidance에 따라 수행하였다. 모델은 0.8m 정도의 요소크기를 갖는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였다. 하중조건은 Full load condition과 Ballast condition에 대하여, 각각 13가지 D.L.P.(Dominant Load 

Parameter)를 선정하여, 총 26가지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하였다. 각 하중조건에 대하여 북해지역(North Atlantic)의

해상상태를 기반으로 25년에 1번 발생하는 극한 조건을 가정하여 등가파진폭(Equivalent Design Wave)를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파의 형상을 실제적으로 고려하는 비선형 파랑하중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선주의 요청에 따라, 원유 만재 시

Tank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압력을 고려하였다. 경계조건은 Inertia relief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 중 발생하는

불평형력을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평가는 구역에 따라 허용항복응력평가 및 좌굴강도평가를 하였다. 위와 같이

수행한 전선강도해석의 전체과정을 정리하고, 해석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유의 사항을 고찰하였다. 

 

Keywords: Whole Ship Analysis(전선해석), Strength Evaluation of Ship(선박강도해석), Dynamic Load Approach(동적 하중 접근법), Crude Oil 

Carrier (원유운반선),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1. 서 론 

 

일반적으로 원유운반선(Crude Oil Carrier, Tanker)은 

종방향으로 연속적인 구조를 가지며, 단면이 닫힌 

형상(closed section)이기 때문에, 종강도 

계산(Longitudinal strength calculation)과 화물창 

강도해석(Cargo hold analysis)만으로 강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선주들의 요구에 따라 

전선강도해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추가로 

선주는 화물창 만재 시 내부에 발생되는 추가 압력을 

견디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압력을 

고려한 전선강도해석을 수행하였다. 

2. 해석조건의 선정 

 

본 해석이 수행된 원유운반선은 이를 0.8m 정도의 

요소크기를 갖는 유한요소 모델로 모델링 하였다. (Fig.1) 

해석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조건에 중요한 

인자들인 선박의 속력, Loading condition, 운동해석 수행, 

DPP (Dominant Load Parameter)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해석 조건들을 결정하게 된다. 전선강도해석은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DLA(Dynamic Load 

Approach) guidance (ABS, 2006)에 따라 수행되었다. 

 

Fig. 1 F.E. model of whole ship 

 

2.1. 선박의 속력 

전선강도해석은 선박이 일생 동안 만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해상상태를 가정하여, 이때의 파랑하중을 선체에 

작용하여 해석하게 된다. 이런 극심한 해상상태에서 

항해사는 의도적으로 선박의 속도는 낮추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과 같은 

작은 CB(Block Coefficient)를 갖거나 선속이 높은 경우는     

5 knot로 선박의 속력을 가정하고, 원유운반선과 벌크 

운반선(Bulk Carrier)는 IACS Rec. No.34에 상응하도록       

0 knot로 가정하여 운동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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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해석에서는 선속을 0 knot로 가정하였다. 

 

Table 1 Assumption of ship speed for sea-keeping 

analysis 

선종 선속 

Bulk Carrier, Tanker 0 knot 

LNG carrier, Container carrier 5 knot 

 

2.2. Loading Condition의 선정 

해석에 사용되는 Loading condition은 Loading manual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Loading condition을 

선정하게 된다. 이 때, 전선해석에서는 극심한 

파랑상태에서의 선박 전체의 응답과 거동을 관찰하기 위한 

것임으로, 주로 선체 굽힘 모멘트 (Hull girder bending 

moment)와 선체 전단력(Hull girder shear force)이 선박의 

중앙 / 선수미에 최대로 작용하는 상태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본 해석에서는 선박 중앙에 가장 큰 선체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고, 선수미에 가장 큰 선체 전단력이 

발생하는 Full load condition과 Ballast condition을 

선정하였으며, 선체 중앙에 큰 전단력이 발생하는 Jump 

loading condition은 Cargo hold analysis에서 이미 

보수적으로 고려한 조건이기에 해석 조건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2 Assumption of loading condition 

No.  Loading Condition 

LC06 Full load condition 

LC15 Ballast Condition 

 

2.3. 운동해석의 수행 

선박의 속력 및 Loading condition이 정해지고 나면, 

선박의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산출하기 

위해 운동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선박이 1m 단위 

파고를 가지는 wave에 대하여, 선박의 응답들을 구하는 

과정이다. 단위파고는 heading angle을 선미(0〫)부터 

15〫간격으로 선수(180 )〫증가시키고, wave frequency는 

0.2 rad/s부터 1.2 rad/s까지 0.05 rad/s간격으로 증가시키며, 

선박의 응답은 수직 굽힘력(Vertical Bending Moment, 

V.B.M), 수직 전단력(Vertical Shear Force, V.S.F.)을 

비롯하여, 비틀림 모멘트 (Torsional Moment, T.M.), 수평 

굽힘력 (Horizontal Bending Moment, H.B.M.), 그리고 

선박의 6자유도 운동에 대한 변위 및 가속도를 구하게 된다. 

아래 Fig.2~3는 원유운반선의 수직 굽힘력과 수직 전단력의 

R.A.O.를 보여주고 있다. Fig.2~3에서 알 수 있듯, 선박의 

길이와 비슷한 파장을 갖는 0.45 rad/s (≒ 304m 파장) 

파에서 굽힘력과 전단력이 가장 큰 응답을 갖게 된다. 

 
Fig. 2 R.A.O of V.B.M. at 1/2 of the vessel length 

 

 

Fig. 3 R.A.O of V.S.F. at 3/4 of the vessel length 

 

2.4. D.L.P. (Dominant Load Parameter)의 선정 

DLP(Dominant Load Parameter)는 선박의 운동과 

파랑하중에 대하여 중요 구조 부재에 대하여 최대 구조적 

응답을 유발하는 하중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선박마다 

중요한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선종 별로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하는 D.L.P.는 DLA guidance나 열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유운반선의 경우 아래 Table 3과 같이 12개의 

D.L.P와 Still water를 고려하게 되며. 앞의 2.2.에서 2가지 

Loading condition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각 Loading 

condition별로 13가지의 D.L.P.를 고려하여, 총 26가지 

D.L.P를 선정하게 된다. 

 

 

Table 3 Considered D.L.Ps 

No. Description 

0 Still Water 



1 Max. Vertical bending moment, (+) Hogging 

2 Max. Vertical bending moment, (+) Sagging 

3 
Max. Vertical shear force, (+) Upward, at 1/4 of the 

vessel length  

4 
Max. Vertical shear force, (-) downward, at 1/4 of 

the vessel length 

5 
Max. Vertical shear force, (+) Upward, at 3/4 of the 

vessel length  

6 
Max. Vertical shear force, (-) downward, at 3/4 of 

the vessel length 

7 Max. Vertical acceleration at F.P.Tk
1)
 (+) upward 

8 Max. Vertical acceleration at F.P.Tk
1)
 (-) downward 

9 
Max. Lateral acceleration at F.P.Tk

1)
 (+) towards 

portside 

10 
Max. Lateral acceleration at F.P.Tk

1)
 (-) toward 

starboard side 

11 Max. Roll amplitude, (+) port side up 

12 Max. Roll amplitude, (+) starboard side up 

1)
 F.P.Tk : Fore Peak Tank 

 

3. 비선형 파랑하중 결정 

3.1. 해상조건 및 발생빈도 

일반 상선의 경우, 구체적인 해역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IACS Recommendation No.34에 있는 

북해지역(North Atlantic ocean)의 wave scatter data를 

사용하여, extreme wave load를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Long-term response 는 약 25년의 재현기간(return period / 

10
-8
 수준의 초과 확률)을 가정하여 계산하게 된다.  

만일 결정된 wave의 heading angle이 횡파(beam sea)나 

사파(oblique sea)인 경우, 확률 수준을 1년 수준에 해당하는 

10
-6.5

으로 낮출 수 있는데, 이는 극심한 해상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방향을 파의 전진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여 선박의 전복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횡파나 사파의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횡파나 

사파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하중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3.2. 선형 파랑하중 결정 

운동해석을 통해 얻어진 R.A.O.를 바탕으로 각 DLP별로 

해당 응답이 가장 크게 나오는 상태의 wave profile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Heading angle, Wave frequency, 

Phase angle등은 모두 결정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wave scatter date와 확률수준을 고려하여 

확률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Long-term response를 구하게 

된다. Long-term response를 계산하였다면, 아래 식(1)과 

같이 Long-term response는 R.A.O와 파진폭(wave 

amplitude)의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가정하게, 

E.W.A.(Equivalent Wave Amplitude, 등가파진폭)를 

결정하게 된다. 

max

j

w

j

LTR
a

RAO
=  (1) 

w
a = equivalent wave amplitude of the j-th DLP 

j
LTR = long-term response of the j-th DLP 

max

j
RAO  = maximum RAO amplitude of the j-th DLP 

 

3.3. 비선형 파랑하중의 결정 

위 3.2.에서 결정된 파진폭은 초기 운동해석에서 결정된 

R.A.O.를 기울기로 하여, 선박의 응답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아래 

Fig.3과 같이 파진폭이 커짐에 따라 선박에 작용하는 

wave에 의한 압력은, wave profile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를 고려하여야지만 더 현실적인 파랑하중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Fig.4과 같이 실제 파 형상을 

고려하여 비선형 파랑하중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Fig. 4 Pressure adjustment zones 

만일 이렇게 결정된 파랑 하중이, IACS rule에서 요구하는 

값보다 큰 경우, 이를 넘지 않도록 파고를 낮출 수 있도록 

조정 할 수 있다. 

 

3.4. 비선형 파랑하중과 선급 Rule 요구 값과의 비교 

선박은 일반적으로 T&S booklet에 나와있는 Loading 

condition의 Design S.W.B.M (Still water bending 

moment)와 Design S.W.S.F. (Still water shear force)를 

계산한 후, 각 선급 Rule에서 계산식에 의해 요구되는 파랑 

하중을 더하여, 최종적인 T.V.B.M. (Total vertical bending 

moment)와 T.V.S.F.(Total vertical shear force)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비선형 파랑 하중과, 선급 Rule의 요구 

값과 비교하였으며, 다음 Fig.5, Fig.6와 같다. 점선으로 



표기된 것이 선급Rule의 요구 치이다. 선체 굽힘력의 경우 

선급 요구 값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선체 전단력의 경우, 

선수미부에서 Rule 요구 값을 많이 상회하여, 구조보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Fig. 5 Wave V.B.M. (ton-m) along the ship length for full 

load condition 

 

 

Fig. 6 Wave V.S.F. (kN) along the ship length for full load 

condition 

 

4. 해석 수행 

4.1. 경계조건 

일반적으로 전선해석은 부력-중량 평형상태로 해석을 

수행하나, 유한요소법의 수치적인 오차에 의해 강체 운동이 

발생하고, 해석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Nastran solver의 ‘Inertia Relief’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한 점을 기준으로 불평형력을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4.2. 탱크 내부 추가 압력의 고려 

탱크 내부 추가 압력은 화물창에 화물을 가득 싣었을 

때만 작용하게 됨으로, Loading condition 중에서 Full load 

condition에서만 화물창의 모든 경계에 균일하게 추가적인 

내부 압력이 작용하도록 하중을 고려 하였다. 

 

 

5. 결과 평가 

5.1. 주요 구조 보강 구역 

선체 굽힘력에 대해서는, 비선형 파랑 하중에 의한 선체 

굽힘력이 선급 Rule에 의한 Wave V.B.M와 유사하게 

계산되었기에, 이에 의한 선체의 보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 결과가 도출 되었다. Ballast condition의 DLP-2 (Max. 

VBM, Hogging)와 Full load condition의 DLP-1 (Max. VBM, 

Sagging) 의 Deform형상 및 응력 분포는 아래 Fig.7, 

Fig.8과 같다. 

 

 

Fig. 7 Stress and deformation of the ship for DLP-2 of 

ballast condition (Max. VBM, Hogging) 

 
Fig. 8 Stress and deformation of the ship for DLP-1 of full 

load condition (Max. VBM, Sagging) 

 

하지만 선체 전단력의 경우, 비선형 파랑 하중이, 

선수미부에 Rule의 요구 값을 많이 상회하여서, 이에 의한 

보강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단력에 저항하는 부재가 

갑자기 없어지는 Cargo hold의 선미부에 존재하는 Engine 

room 보강과 선수부 보강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유운반선은 다른 LNG선이나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흘수가 깊은 선종이다. 따라서, 일생에 한번 만나는 파를 

가정하게 되면, 파고는 상갑판을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흘수 아래 있는 3
rd
 Deck나 4

th
 deck에 

횡방향으로 큰 정압력(static pressure)를 가정하게 되며, 이 

정압력은 길이 방향으로 배치된 buckling panel에 



단축(Short edge)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Buckling은 단축 

방향의 하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흘수 아래 

위치한 Deck에 추가적인 buckling 보강을 유발하게 되었다. 

 

5.2. 탱크 내부 추가 압력의 영향 

아래 Fig.9은 내부 추가압력만 작용하였을 때 No.3 Hold 

(Port)의 Von-Mises Stress Plot을 보여준 것이다.  

 

Fig. 9 Von-Mises Stress of the No.3 Hold (Port) 

 

이렇게 작용하는 응력은 선체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과 더하여져 큰 보강을 유발하게 된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추가압력에 의한 응력은 최초 plate에 

균일하게 작용한 후, 선체 종방향 stiffener를 타고 흐른 뒤, 

최종적으로 횡방향으로 배치된 web frame을 타고 전달되게 

된다. 이는 선체 굽힘력에 의한 응력과 수직한 방향이다. 

Fig.10-11는 x, y축 방향의 Stress를 나타내고 있으며, y축 

방향의 stress가  x축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Global X-coordinate Stress of the No.3 Hold (Port) 

 
Fig. 11 Global Y-coordinate Stress of the No.3 Hold (Port) 

 

따라서 Von-Mises stress을 식(2)와 같이 계산하게 되면, 

y
σ 는 증가하게 되지만, 3째 항인 

x y
σ σ−  (마이너스)항에 

의해, 증가한 응력은 다시 상쇄되게 된다. 

  

2 2 2
3

von mises x y x y xy
σ σ σ σ σ τ

−

= + − +  (2) 

Fig.12-13은 Cargo hold내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내부 

추가 압력에 의한 응력이 작용했을 때와 작용하지 않았을 

때의 Equivalent stress 비교를 동일한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이 stress 차이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Von-Mises를 기준으로 강도평가를 하는 

전선해석의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강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Fig. 12 Von-Mises Stress of Holds without high internal 

pressure for DLP-01 of full load condition 

 



 

Fig. 13 Von-Mises Stress of Holds with high internal 

pressure for DLP-01 of full load condition 

 

6. 결론 

화물창 탱크에 추가 압력이 작용하는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의 전선강도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Loading condition인 Full load condition과 Ballast 

condition을 선정하여 각 13가지 DLP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유운반선의 전선해석 결과, full load 조건에서 

weight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Cargo hold의 앞/뒤 

부분에서 비선형 파랑하중에 의해 큰 전단력이 발생하여 

보강이 요구 되었다. 그리고, 선종 특성상, scantling draft가 

깊이 때문에, 높은 파고를 가정할 때, 큰 Static pressure로 

인하여 흘수 하부의 deck들에 buckling 보강이 추가되었다. 

우려하였던 탱크 내부 추가 압력에 의한 보강은 선체 

굽힙력에 의한 응력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하여, equivalent stress는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강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로, 유사한 사이즈의 원유운반선 전선강도해석 시,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예측하여 설계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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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STRACT 

 

In this study, strength analysis of cargo hol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is perform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In general, tankers are designed by CSR(Common Structural Rules for Double Hull Oil Tankers) and various 

combination of mechanical loading is considered in CSR. Also the Rules are based on the design temperatures for the

cargo up to 80°C. Since the thermal loading is considered as tertiary loads in CSR, deformation load caused by thermal

loading is not covered in CSR and so f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design of cargo hol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In this study, the strength analysis of cargo hold is performe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only, mechanical l 

loading only, and the combination of thermal and mechanical loading. Through the analyses, the effect of thermal 

loading on the stress distribution and buckling is observed. So, in the design of cargo hold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 of thermal loading and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in the relevant industries.  

  

Keywords:Thermal loading(열하중), Cargo hold(화물창), Strength analysis(강도해석) 

 

1. Introduction 

 

In general, tankers are designed by CSR(Common 

Structural Rules for Double Hull Oil Tankers)[1]. In CSR, 

various combination of mechanical loading is considered. 

Also the Rules are based on the design temperatures for the 

cargo. The minimum and maximum cargo temperature is 

0°C and 80°C, respectively(3.1.8.4 of CSR). Since the 

thermal loading is considered as tertiary loads in CSR, 

deformation load caused by thermal loading is not covered. 

So far, there have been performed a lot of studies on the 

design of tankers and cargo holds[2-7],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considering thermal loading.   

In this study, strength analysis of cargo hol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is perform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Thermal loading, mechanical loading, and 

the combined loading are applied to cargo hold. Through 

the analyses, the effect of thermal loading on the results of 

stress distribution and buckling is investigated.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sections. In Section 2, 

cargo hold model and loading conditions are explained. In 

Section 3,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cargo hold is 

presented. In Section 4, the strength analysis of cargo hol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is performed and the results 

are discussed. Finally, conclusions are shown in Section 5. 

 

2. Cargo Hold Model 

 

The cargo hold model used in this study is shown in Fig. 1. 

The principal dimension of cargo hold is approximately 

100m×50m×25m(L×B×H). 

 

Fig. 1 Cargo hol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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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go hold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such as AFT, 

Middle, and FWD section. Longitudinal and transverse plates 

(such as deck, bottom transverse bulkhead, vertical web etc.) 

are represented by shell elements.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tiffeners and face plate of vertical web are represented by bar 

elements with bending stiffness. The plate thickness of finite 

element model is applied with net thickness.   

Thermal material properties at room temperature are listed in 

Table 1. Also mechanical material properties are shown in 

Table 2. The reference temperature for thermal expansion is 15 

o

C.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loading pattern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SR (Table B.2.4 of CSR). There 

are various mechanical loading patterns in CSR. Among 

them, the thermal loading patterns are selected as shown in 

Fig. 2 and Table 3. For each thermal loading pattern, 50°C 

and 80°C of cargo temperature are considered as shown in 

Table 4. 

 

Table 1 Thermal material property 

 

Thermal  

conductivity 

(W/K) 

Kinematic  

viscosity 

(m
2
/s) 

Prandtl  

number 

Mild steel 

AH32, AH36 
45.3 - - 

Air 0.0259 1.580×10
-5

 0.724 

Water 0.5610 8.012×10
-7

 13.44 

Oil 0.1068 1.787×10
-6

 6.229 

 

Table 2 Mechanical material property 

Material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MPa)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K) 

Mild steel 206,000 0.3 235 1.2×10
-5

 

AH32 206,000 0.3 315 1.2×10
-5

 

AH36 206,000 0.3 355 1.2×10
-5

 

 

 

(a) Case A : symmetrical loading 

 

(b) Case B : unsymmetrical loading 

Fig. 2 Thermal loading pattern 

Table 3 Load cases for cargo hold (Table B.2.4 of CSR) 

 

 

Table 4 Load cases and cargo temperature 

Sub case 
Wind 

speed 

Temperature(°C) 

Air Sea water Cargo 

1 0 m/sec 5 2 50 

2 0 m/sec 5 2 80 

 

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argo Hold 

 

The summation of incoming heat into the compartment and 

outgoing heat out of the compartment should be zero to satisfy 

steady state condition. Equivalent heat transfer coefficients of 

all plates are already obtained, so temperatures of 

compartments can be determined through heat equilibrium 

method as shown in Eq. (1). 

 

( )∑ =− 0
oiii
TTUA           (1) 

Where, Ai : area of i-th plate 

Ti : temperature of i-th outer void compartment 

To : unknown temperature of inner void compartment 

Ui : heat transfer coefficient  

 

Temperature of the outer face of the plate can be calculated 

by heat equilibrium equation as shown in Eq. (2). It means that 

the outgoing heat out of the plates is equal to the incoming heat 

into the hold. 



( ) ( )
ha

TT
t

k
TTh −=−

            (2) 

Where, h :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kcal/m
2
h℃], 

  3.0 in case of air in hold 

      k : thermal conductivity [W/ m
2
℃],  

  45.3 in case of steel 

 

Fig. 3 and Fig. 4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loading case A, when the cargo temperature is 50 o

C and 80 

o

C, respectively. Since the thermal loading pattern is 

symmetric, s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s also symmetric. 

Fig. 5 and Fig. 6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loading case B, when the cargo temperature is 50 o

C and 80 

o

C, respectively. As expecte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s 

unsymmetric due to the unsymmetrical loading pattern.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loading case A, cargo 

temperature : 50
 o
C)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loading case A, cargo 

temperature : 80
 o
C)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loading case B, cargo 

temperature : 50
 o
C)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loading case B, cargo 

temperature : 80
 o
C) 

 

These obtained temperature distributions are utilized as the 

input data of thermal loading.  

 

4. Strength Analysis of Cargo Hold 

 

4.1 Stress distribution 

 

Strength analysis of the cargo hold is performe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only, mechanical loading only, 

and the combination of thermal and mechanical loading 

through MSC.NASTRAN 2010[8].  

The maximum von-Mises stress of each loading case is 

summarized in Table 5. When the thermal loading is only 

applied, for all cases, the maximum von-Mises stress is lower 

than the yield strength. When the combined loading is applied, 

the maximum von-Mises stress is lower than the yield strength 

for 50
 o
C of cargo temperature. For 80

o
C of cargo temperature,  



Table 5 Maximum von-Mises stress of cargo hold 

 

however, the maximum von-Mises stress is estimated about 

13.6% and 6.3% greater than the yield strength in the mild steel 

region and AH32 region, respectively.  

Fig. 7 shows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loading case A 

with 80
 o

C of cargo temperature at AFT T.BHD when the 

thermal loading is only applied. The maximum stress occurs in 

the top corner of AFT T.BHD. von-Mises stress at this point is 

216MPa. Fig. 8 shows von-Mises distribution of loading case 

A with 80
 o

C of cargo temperature at AFT T.BHD when the 

combined loading is applied. von-Mises stress of top corner of 

AFT T.BHD is 212MPa. It is seen that stress distribution due to 

the thermal loading only is unrealistic and stress from the 

combined loading is not increased dramatically from that of the 

mechanical loading.  

 

 

Fig. 7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thermal loading only at 

AFT T.BHD (loading case A, cargo temperature : 80
 o

C) 

 

 

 

Fig. 8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combined loading at 

AFT T.BHD (loading case A, cargo temperature : 80
 o

C) 

 

4.2 Buckling 

 

In this section, the buckling factors are checked for the 

combined loading condition. Fig. 9 shows checked buckling 

regions. 

 

 

Fig. 9 Checked buckling regions 

Cargo  

temperature  

(
o

C)  

Loading 

case  
Material  

von-Mises stress(MPa)  
Yield strength  

(MPa)  
Remark  Thermal 

loading 

Mechanical 

loading 

Combined 

loading 

50  

A  

Mild steel 131.0  183.0  225.0  235.0  

AH32  89.4  302.0  315.0  315.0  

AH36  106.0  333.0  346.0  355.0  

B  

Mild steel 121.0  179.0  221.0  235.0  

AH32  88.0  251.0  280.0  315.0  

AH36  105.0  312.0  317.0  355.0  

80  

A  

Mild steel 196.0  218.0  266.0  235.0  +13.6%  

AH32  149.0  302.0  335.0  315.0  +6.3%  

AH36  171.0  333.0  356.0  355.0  +0.0%  

B  

Mild steel 195.0  179.0  265.0  235.0  +12.8%  

AH32  146.0  251.0  317.0  315.0  +1.0%  

AH36  115.0  312.0  321.0  355.0  



Table 6 Estimated buckling factors (combined loading) 

 

Table 6 shows the estimated buckling factor for the 

combined loading condition. In Table 6 the estimated buckling 

factors at T.BHD is greater than 1.0. Through the analyses, the 

effect of thermal loading on stress distribution and buckling is 

observed.   

 

4.3 Discussion 

 

Although the structure shows stresses beyond yield, it does 

not mean the failure of the structure. Since the structure is 

designed under CSR loading and corresponding stress and 

buckling criteria as shown in Table 7 and 8, when the thermal 

loading is included additionally, higher criteria may be 

considered. The level of enhanced criteria should be further 

discussed among the relevant industries.  

 

 

 

Table 7 CSR criteria for stress (Table 9.2.1 of CSR) 

 

 



Table 8 CSR criteria for buckling (Table 9.2.2 of CSR) 

 
 

5. Conclusion 

 

Currently, tankers are designed under CSR loading and 

corresponding criteria. Since the deformation load due to 

the thermal loading up to 80
 o

C of cargo temperature is not 

covered by CSR and so f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design of cargo hol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In 

this study, the strength analysis of cargo hold is performed 

by considering thermal loading only, mechanical loading 

only, and the combination of thermal and mechanical 

loading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Through the analyses, it is seen that stress distribution due to 

the thermal loading only is unrealistic and stress from the 

combined loading is not increased dramatically from that of the 

mechanical loading. Also the effect of thermal loading on the 

stress distribution and buckling is observed. Since cargo hold 

is designed under CSR loading and corresponding criteria, 

when the thermal loading is included additionally, higher criteria 

may b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rmal 

loading and the level of enhanced criteria should be further 

discussed among the releva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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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선체에 작용하는 Global Load 계산을 위한 약산식 검토 

A study on the simplified motion formula for global load estimation of ship in waves 

최문관, 박인규, 구원철(울산대학교) 

 

 

요 약 

 

This paper considers an analytical practice about global loads on the hull of ships. Ships experience significant vibrations 

on the hull induced by incident waves in the ocean. The vibrations are usually classified as either whipping or springing,

depending on whether the vibration mode is transient or steady state. In this study, a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about 

vertical motions of ships in time domain and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simplified formula from Guidelines through the 

parametric study. 

 

Keywords: Whipping, Simplified Formula, Heave, Pitch, Relative Vertical Velocity 

  

1. 서 론 

최근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경량화, 광폭-천흘수화와 함

께 고장력강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선체에는 진동에 기인한 

피로파괴에 매우 취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진동형태가 일시적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whipping 과 

spring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높은 파도가 발생하는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여러 가지

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데, 파도에 의하여 선저가 수면 

밖으로 노출되었다가 재입수할 때 충격압력을 받게 되는 슬

래밍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슬래밍에 의하여 발

생되는 whipping에 대한 연구로는 Yamamoto 등(1979)이 

처음으로 선체를 탄성체로 간주한 후 비선형 파랑하중을 계

산하였다. 그들은 선체의 bow flare에 의한 슬래밍을 모멘텀 

이론으로 구하였으며, 선저충격 슬래밍도 또한 모멘텀 이론

으로 근사적으로 계산하고자 시도하였다.  

파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중간 정도의 해상상태에서도 흔

히 관찰되는springing 현상의 예측은 선체구조감쇄계수와 이

론적인 파랑 스펙트럼의 고주파수부분(high frequency tail)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Jensen and Pedersen (1981)은 second order strip 

theory로 합주파수에 의한 영향을 포함시킴으로서 고주파수

에서의 진동을 계산하여 springing 현상에 대한 수치적 해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Jensen and Digliani (1996)은 

short term 해석을 적용하여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에서의 

비선형 springing현상이 선체의 피로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hipping 및 springing 계산을 위한 약산식

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 데, 계산 예로서 4척의 컨테이너 선

박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검토 및 비교목적으로 strip theory

를 바탕으로 한 whipping 해석프로그램인 USALM (황지희 

등, 2011a)을 사용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선체를 길이방향으로 불균일한 단면을 가진 

Bernoulli-Euler 보로 간주한다. 선체의 길이방향으로 미소한 

길이 인 단면을 생각하고 이 단면의 수직방향 변위를 라고 

하면, 힘과 모우멘트의 평형식에 따라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황지희 등, 2010b) 

2 2 2 2 3

2 2 2 2 2
( ) ( ) ( ) ( , )

z e

w w w
x EI x x f x t

t x x x t x
µ η

⎛ ⎞ ⎛ ⎞∂ ∂ ∂ ∂ ∂
+ + =⎜ ⎟ ⎜ ⎟

∂ ∂ ∂ ∂ ∂ ∂⎝ ⎠ ⎝ ⎠
     ( 1 ) 

위의 (1)식은 
e

f 의 외력 하에 ( )xµ ( )EI x ( )xη 의 

단위길이 당 질량, 굽힘강성 및 구조감쇄 계수를 갖는 보의 

진동방정식이다 (Bishop & Price, 1979). 식(1)의 우변은 

외력항 
e

f  로서 유체의 관성력 
m

f , 유체의 감쇄력 
r

f ,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정력학적 힘 및 Froude-Krylov힘 
s

f 그리고 단면의 

중력 g
f 으로 식 (2)와 같이 구성된다.  

 
e m r s g

f f f f f= + + +                             ( 2 ) 

충격외력의 계산은 momentum slamming이론에 따라 유

체의 관성력
m

f 을 선체운동에 기인하는 유체의 부가관성력 

m
f ′ 과 유체 충격하중 imp

f 에 의한 항으로 나뉜다. 이 항은 

발생시기에 따라 flare slamming항 flaref 과 bottom 

slamming
bottom

f  항으로 다시 구분된다. flaref 은 

momentum slamming 이론으로 계산하며, 
bottom

f 는 Ochi & 

Motter(1971), Stavovy & Chuang(1976) 그리고 Kawakami 

et all, 1977)의 경험식을 적용하였다. (황지희 등, 2011b) 

2-1. 선체 운동계산 

 선체는 강체가 아닌 탄성체로서 길이방향으로 서로 다른 

수직변위를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는 Heave 는 선미와 선수

에서의 수직변위의 평균값에서 무게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정의하였으며, Pitch 는 선미와 선수에서의 수직변위의 차를 

배 길이로 나눈 회전각으로 정의하였다.  

. . .

( )( ) /
2

heave A P F P A P G

L
Z w w w x L= + − +               ( 3 ) 

1 . .sin ( )φ −

−

=

A P F P
w w

L
                            ( 4 )

여기서 
.A P

w 와
.F P

w 는 선미와 선수에서의 수직 변위를 나

타내며 L 은 배 길이, 그리고 
G

x 는 무게중심의 x 방향 

위치이다.  

상대수직속도는 선체의 수직방향변위와 파면높이의 차의 

전미분으로 정의하였다. 

( )( )cos cos sin
kz

v e

D
v w ae kx ky t

Dt
χ χ ω

−

= − − −     ( 5 ) 

여기서 /D Dt  는 전미분이며, χ 는 파의 x축에 대한 입사

각을, a 는 파도의 진폭을 의미한다. 

 

2-2. 약산식 

선급에서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의 구조, 

강도, 조선재료, 의장품, 선용품 제조등의 선행적 규칙을 제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것 중 본 연구에서는 whipping 및 

springing을 계산에 사용되는 일부 약산식에 대한 검증을 시

도하였다. 

아래의 식은 선급(ClassNK, 2011)에서 제시한 Heave (eq. 

(6))와 Pitch (eq. (7)) 그리고 상대수직 속도 (eq. (8))에 관한 

약산식으로서 선박의 길이L , 폭 B , 속도 
s
V , 입사파의 수

직방향속도 Vς , 조우주기
Pe
T  그리고 규칙파의 설계파고 

180L
H

−

및 Hp 등 기본적인 제원을 변수로 사용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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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계산 과정 

본 연구에서는 whipping 및 springing 계산을 위한 

약산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4가지 선박에 대하여 

strip theory를 바탕으로 한 whipping 해석프로그램인 

USALM (황지희 등, 2011a)을 사용하여 parametric study를 

실시하고 비교하였다. 각 선박의 제원은 Table 1 에서 

제시하였으며, 계산 조건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공통된 가정으로는 선체는 21개의 단면으로, 수선은 

16개로 분할하여 근사하였다. 길이 방향으로의 중량분포는 

무게분포와 부력분포가 같은 ballast 분포로 가정하였으며, 

종강도 설계에 주요한 인자인 단면 2차 모멘트의 길이방향 

분포는 S.S. 13 ~ S.S. 5 사이는 균일하고 AP 및 FP까지는 

0으로 줄어드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가정하였다. 선체의 

수직방향변위에 관한 미분 방정식을 수치해석방법으로 

풀었으며 경계조건으로 보의 양단에 free-free 조건을 

적용하였다. 시간영역에 계산에서 구조감쇄계수를 구하는 데 

사용할 대수감소율(δ)는 S175에 대하여 0.056를, 이외 다른 

선박에 대하여 0.05를 사용하였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model ships 

 S175 6000TEU Flokstra 8100TEU 

LBP [m] 175 280 270 321 

B [m] 25.4 42.8 32.2 45.6 

D [m] 9.5 14.2 10.85  14.5  

Cb 0.57 0.62 0.60 0.64 

V[knot] 20 23 24 26 

Table 2 Calculation condition of ships 

Ship 

model 

λ

/L 

λ

(L-180) 
KA ω H(L-180) 

S175 

0.8 140.000 0.192 0.664 

8.542 
1 175.000 0.153 0.593 

1.2 210.000 0.128 0.542 

1.4 245.000 0.110 0.502 

Flokstra 

0.8 216.000 0.143 0.534 

9.799 
1 270.000 0.114 0.478 

1.2 324.000 0.095 0.436 

1.4 378.000 0.081 0.404 

6000TEU 

0.8 224.000 0.139 0.525 

9.877 
1 280.000 0.111 0.469 

1.2 336.000 0.092 0.428 

1.4 392.000 0.079 0.397 

8100TEU 

0.8 256.872 0.122 0.490 

9.989 
1 321.090 0.098 0.438 

1.2 385.308 0.081 0.400 

1.4 449.526 0.070 0.370 

4. 계산 결과 

시간영역에서의 계산으로 Parametric study는 배 길이와 

파장의 비가 0.8, 1.0, 1.2, 1.4에 대하여 USAL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약산식에 의한 계산은 배 길이와 

파장의 비가 1.0인 경우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이 경우 

결과를 그래프에 도식화 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배 길이와 파장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체운동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체의 수직방향의 

속도와 파의 속도의 차로 정의되는 상대수직속도는 배 길이와 

파장의 비에 따라 증가하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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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metric study of 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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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ametric study of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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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ametric study of relative vertical 

velocity 

이것은 선박의 길이보다 긴 파장의 파로 인한 선체운동의 

영향은 작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 길이와 파장의 

비가 1.0인 경우만 비교 했을 때는 약산식에 의한 



계산결과가 USALM에 의한 결과보다 heave (Fig. 1), pitch 

(Fig. 2), relative vertical velocity (Fig. 3) 모두에서 약 

20~30% 큰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경향은 두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약산식에 포함된 안전계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선급에서 제시하는 약산식이 매우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Strip theory를 바탕으로 한 whipping 해석 

프로그램인 USLAM을 사용하여 4척의 컨테이너 선박에 

대하여 선체운동 계산 및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선급에서 제시한 약산식에 의한 계산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약산식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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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rolling Tank의 횡 동요 저감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영, 남종오, 이영범, 김용수 (대우조선해양)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횡 동요 감쇄 탱크(Anti-rolling Tank, 이하 ART)를 실선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목적을 가지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본 내용에 접근하였다. 실험에서는 수동형 자유 표면 탱크와 U-tube 형태의 탱크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규칙파 중에 놓인 바지선을 실험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횡 동요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비교하여 ART에 의한 영향을 살폈다.  

먼저 탱크의 위치에 따른 영향 및 탱크 내부 부재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큰 복원 모멘트를 얻기 위해서는 탱크를

높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탱크 내부 부재가 없으면 ART 탱크에 의해 새로운 고유 주기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탱크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피크를 없애기 위해서 탱크 내부에 댐핑 역할을 하는 부재를 배치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횡 동요 RAO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배수량에서 ART의 무게에 의한

영향을 살펴 효과적인 횡 동요 저감을 위한 ART의 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Keywords:Model test(모형 시험), Roll motion (횡 동요), Anti-Rolling Tank(ART, 횡 동요 감쇄 탱크)  

 

1. 서 론 

 

횡 동요 감쇄 탱크(Anti-rolling Tank, 이하 ART)는 탱크 

내부 물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선박의 횡 동요를 저감시키는 

장치이다. 전체 배수량의 1~2%에 해당하는 양의 물로써 

선박의 횡 동요를 제어할 수 있고, 선체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ART에 대한 연구는 1874년 W. Froude의 자유 표면 

탱크(free surface tank)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1910년 Frahm이 U-tube 형태의 탱크 장치를 도입하는 등 

그 기술의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선에 

AR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와 크기, 위치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ART를 실선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목적을 가지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본 내용에 

접근하였다.  

ART는 그 형태에 따라 자유 표면 탱크와 U-tube 탱크로 

나뉘고, 자유 표면 탱크의 경우는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다시 

나뉜다. 실험에는 수동형 자유 표면 탱크와 U-tube 형태의 

탱크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규칙파 중에 놓인 

바지선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고, 횡 파(beam sea)중의 횡 

동요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 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정하여 ART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살폈다.   

먼저 탱크 위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ART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탱크를 가능한 높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

로 알려져 있고, 실제 실험에서도 탱크를 더 높은 곳에 위치시켰

을 때 ART에 의한 Roll 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탱크 내부에 아무런 부재도 없는 빈 탱크를 가지고 실

험을 하여 그 경향을 살폈다. 이를 통해 탱크 내부에 부재가 없

으면 ART에 의해 새로운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피크를 줄이기 위해서 탱크 내부에 댐핑 역할을 하는 부

재를 배치한 다른 탱크 모델로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횡 동요 RAO를 얻을 수 있었다. 즉, 

탱크 내부에 부재를 적절히 배치하면, 이 부재에 의한 댐핑이 

ART에 의해 생기는 새로운 피크를 완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완

만한 형태의 횡 동요 RAO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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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체 배수량에서 ART의 무게에 의한 영향을 살펴 

효과적인 횡 동요 저감을 위한 ART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앞으

로 상용 운동 해석 프로그램 및 CFD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보

다 쉽게 ART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실선에 ART 탱크를 배치하고자 할 때 적절한 ART의 크기와 위

치 및 내부 부재의 배치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모형 시험  

2.1. 실험 개요 및 실험 방법 

이번 연구의 모든 모형 시험은 국립 부경대학교 2차원 수조

에서 진행 하였다. 부경대학교 수조는 Fig.  1과 같이 플런지 

(plunge) 타입의 조파기가 갖추어져 있고, 주요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Fig.  1 Wavemaker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asin 
 

 

Table 1 Principal dimension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asin  

Item Basin Unit 

Length 40.0 M 

Breadth 2.5 M 

Depth 1.5 M 

 

모형 시험에서는 실선 대비 240분의 1로 축소된 바지선을 

이용하였고, 사용된 바지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rincipal dimension of barge model  

Item Box Barge Unit 

Length 1.0 M 

Breadth 0.25 M 

Draft 0.08 M 

Displacement 20.0 Kg 

 

실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도식도로 실험 방법을 

나타내면, 아래 Fig.  2와 같다.  

 

Fig.  2 Schematic view of model test  

 

규칙파는 바지선의 왼쪽에서 진행하며, ART는 바지선의 중앙

부에 위치한다. 표류를 막기 위해서 바지선은 소프트 스프링에 

의해서 계류된 상태이며, 바지선의 거동 및 ART 내부유동을 간

략히 살펴보기 위해서 캠코더로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ART는 

내부 유동을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실제 선박에 ART가 적용될 때는, 선박 전체 배수량에서 ART 

자체 구조물이 차지하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모형 

시험에서 ART 제작에 사용되는 아크릴은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

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모형 시험

의 경우, 실제 선박에 비해서 수 백분의 1로 축소된 모형으로 실

험을 하였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배수량에 비해서 ART 자

체 구조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본 모형 시험

에서는 ART 자체 구조물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ART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물의 양을 쉽게 가늠

하기 어려웠다. 즉, 전체 배수량이 20kg에 불과한 모형 시험 바



지선에서도 전체 배수량의 1~2%(0.2~0.4kg)의 물로써 ART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초기 실

험에 사용된 ART 모델은 바지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제원

을 가지고, 내부 물의 양도 전체 배수량의 5%정도로 실선에 비

해서 상당히 크게 가정하였다.  

ART의 고유 주기는 선박의 횡 동요 고유 주기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실험에서는 내부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ART의 영향을 배제한 바지선의 고유 주기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한 제원이지만 내부 물의 움직임

을 억제한 ART 모델을 함께 제작하여 참고 자료로 이용하였다.  

 

2.2. ART 위치의 영향  

ART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ART는 선박의 

바닥으로부터 높은 곳에 위치할 때, 동적 복원 모멘트가 횡 

동요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ART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위치에 ART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는 U-tube 형태의 ART를 

사용하였다. U-tube 형태의 ART에서 주요 인자들은 아래 

Fig.  3과 같다.  

 

 

Fig.  3 U-tube tank and its geometric parameters (Ahmed F., 

et al., 2001) 

 

이때 탱크의 고유 주기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 

ART의 위치를 바꾸면서 실험을 할 때, 바지선의 측면에 가이

드를 두어서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유 표면 

탱크의 경우는 탱크의 폭이 정해지면 탱크의 수심에 따라서 고

유 주기가 결정된다. 이 고유 주기를 맞추면서 내부 물의 양을 

배수량의 5%정도가 되게 하려면 탱크 길이가 상당히 길어야 한

다. 이와는 달리 U-tube 형태의 탱크는 폭이 결정되더라도 다른 

여러 인자를 이용해 고유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ART 탱크의 

길이와 폭은 한정된 상태에서 배수량의 5%가 되는 물의 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는 U-tube 탱크를 사용하였다. 

위치를 바꾸면서 실험한 예는 Fig.  4와 같다.  

 

Fig.  4 An example of snapshot of ART location test  

모형 시험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SU0H0는 내부 유동

을 억제한 탱크를 바닥에 두었을 때의 결과로, 바지선의 고유 주

기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이다. LU0H0은 SU0H0와 마찬가

지 위치(바지선 바닥)에 두었을 때의 경우이고, LU0H7은 동일한 

U-tube 탱크를 7cm만큼 위로 올렸을 때의 결과이다. SU0H0의 

결과와 비교해서 LU0H0 및 LU0H7모두 횡 동요 고유 주기에서 

피크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고, 특히 LU0H7의 감소폭이 더 큼

을 확인할 수 있다. 24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LU0H0의 경

우 고유 주기 부근에서 약 37%, LU0H7의 경우는 약 50%의 횡 

동요 감소 효과가 있었다. 



 

Fig.  5 Roll RAO of different ART location  

 

2.3. ART 내부 부재의 영향  

ART 내부 부재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U-tube 탱크의 경우

는 Fig.  3에서 hd(duct height) 위치에 주로 댐핑 역할을 하는 

내부 부재를 둔다. 하지만 이번 모형 시험 스케일에서 U-tube 

탱크를 이용해서 내부 부재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hd의 높이

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자유 표면 탱크를 이용하였다. 위치를 변화 시킬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바지선의 데크 위에 자유 표면 탱크를 위치시

키고 다양한 형태의 내부 판을 사용해서 내부 부재에 의한 영향

을 살펴 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ART 모델은 Fig.  6과 같다.  

 

Fig.  6 Free surface type ART models  

실험 결과는 Fig.  7과 같다. SF0는 참고용으로, 내부 유동을 

억제한 탱크의 결과이다. LF0은 내부에 아무런 부재가 없는 탱

크의 결과이고, LF1~LF2는 구멍이 뚫린 내부 판을 가지는 탱크

의 결과이다. 

 



 

Fig.  7 Roll RAO of different shape of inner wall  

내부에 부재가 없는 LF0의 경우는 ART에 의해서 새롭게 나

타나는 피크 값이 상당히 큰 반면에, 내부에 댐핑 역할을 하는 

부재가 있는 LF1 및 LF2의 경우는 새로운 피크 값이 상당부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탱크 내부에 적절한 

부재를 배치함으로써 완만한 형태의 횡 동요 RAO를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3절에서 사용한 자유 표면 탱크는 2.2절에서 사용

한 U-tube 형태의 탱크와 비슷한 양의 내부 물을 가지지만, 고

유 주기 부근에서 감소 폭이 훨씬 더 크고 ART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피크가 더 넓게 퍼져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2.2

절에서 사용한 탱크에 비해서 2.3절에서 사용한 탱크의 자유 표

면 효과(free surface effect)에 따른 GM 감소 값이 더 크고, 또 

내부 물의 유동도 2.3절에서 사용한 자유 표면 탱크의 경우가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2.4. ART 내부 물 양의 영향  

마지막으로 ART 내부 물 양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살폈다. 

자유 표면 탱크를 이용한 2.3절에서 배수량 대비 약 5%의 ART

를 이용하면 ART역할을 충분히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실선에서 배수량의 5%나 되는 공간을 ART 용으로 확보하기

는 어렵다. 보통 1~2%정도인데, 앞선 모형 시험은 240분의 1

로 축소된 모델을 이용하여 정성적인 현상만을 살폈기 때문에 

실선 대비 크게 제작한 것이다. 마지막은 보다 현실적으로 약 

1%에 해당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장면은 Fig.  

8과 같고, 실험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8 An example of snapshot of ART mass test 

 

 

Fig.  9 Roll RAO of effectiveness of ART mass  

 

실험에는 내부 유동을 억제한 2개의 ART 및 내부 유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2개의 ART가 사용되었다. SF1은 내부 

유동을 억제한 2개의 ART를 두었을 때의 결과로, 고유 

주기만을 확인하기 위해 3 지점에서 간략히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LF4-Single의 경우는, 두 개의 ART중 하나를 내부 

유동을 허용한 ART로 바꾸었을 때의 결과이고, 

LF4-Double의 경우는 두 개의 ART 모두를 바꾸었을 때의 

결과이다. 약 1%에 불과한 ART로도 Roll RAO 피크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2개를 사용하면 

ART의 고유 특성인 새로운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실험에 사용된 모델의 경우는 해당 

적재 조건에서 전체 배수량의 2%정도에 해당하는 ART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ART를 실선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목

적을 가지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실험에는 수동형 

자유 표면 탱크와 U-tube 형태의 탱크를 사용하였고, 실험의 편

의를 위해 규칙파 중에 놓인 바지선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횡 

동요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만을 비교하였다. 

먼저 탱크의 위치에 따른 영향 및 탱크 내부 부재에 따른 영

향을 살펴보았다. 큰 복원 모멘트를 얻기 위해서는 탱크를 높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탱크 내부 부재

가 없으면 ART 탱크에 의해 새로운 고유 주기가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탱크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피크는 탱크 내부에 댐핑 

역할을 하는 부재를 배치 함으로써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배수량에서 ART의 무게에 의한 영향을 살펴 

효과적인 횡 동요 저감을 위한 ART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상용 

운동 해석 프로그램 및 CFD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체계가 갖추

어 진다면, 실선에 ART 탱크를 배치하고자 할 때 적절한 ART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정 할 수 있을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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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처리용 UV 살균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열유동 해석

정재환, 윤현식, 전호환, 이영우(부산대학교), 배상범((주)광산 기술연구소)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선박평형수 처리용 UV 살균기 성능평가에 관하여 미생물의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미생물이 살균기를 통과하는 

최단 또는 평균체류시간만을 이용하여 살균기 성능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미생물의 다양한 이동경로를 고려한 살균기 성능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CFD 해석을 기반으로 유량에 따른 UV 살균기 내부의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얻어진 열유동장

을 바탕으로 입자해석을 수행, 다양한 미생물의 입자 경로를 추적하여 이동경로에 따른 미생물들의 누적 조사에너지량을 산정하였다. 

얻어진 누적 조사에너지량을 바탕으로 기술적 통계를 수행하여 UV 살균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Keywords : UV Disinfection (UV 살균기), Heat and Flow Analysis (열유동 해석), 입자해석 (Particle Analysis)

1. 서 론

최근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IMO)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권고 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으로 강제화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선박의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의무화 하는 규정인 국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2004년)을 두어 

해양 생태계의 교란 및 수자원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선박평형수란 선박 운항 때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아래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

는 바닷물을 말한다. 바닷물 속에는 박테리아 병원균 등을 포함

하여 약 3,0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바닷물을 채우거

나 배수 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종이 다른 국가 해안

으로 이동하여 해양 생태계의 교란과 해양 환경 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물동량의 80%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

는 점을 비롯하여, IMO는 2012년부터 현재 영업 중인 기존 선박

에 대해 크기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IMO의 승인을 받

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선박평형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 확보의 중요성은 크다할 수 

있다. 

수처리분야의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열, 약품, 방사선, 오존, 

자외선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으나, 이중 자외선 처리 방법은 약

품처리에 대한 부작용이 없으며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처리 기술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처리효율이 

낮은 유기화합물의 분해, 제거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외선 살균방식을 도입한 평형수 처리장치의 기술개발에 있

어서 설계인자인 자외선 램프의 배열, 조사강도 그리고 살균기의 

내부 형상등에 따라 달라지는 유량 등에 의해 UV 살균기의 성능

이 결정되므로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요구된다. UV 

살균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램프 배열

에 따른 자외선 조사강도 분포를 광모델을 이용하거나 전산해석

을 통해 산정하고 산정된 조사강도 분포와 유체가 살균기를 통과

하는 최단시간 또는 평균시간의 상호관계 통해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생물이 UV 살균기에 유입되어 나가

기까지 내부유동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동 경로를 가지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평가 방법이 되지 못하며 효율적으로 램프출력 사양

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살균기 성능평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미생물의 다양한 이동경로를 고려한 살균기 성능평가 방법

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산 열·유체 해석을 수행하여 UV 살

균기 내부 유동장과 온도장, 복사장을 얻었으며, 내부 유동장을 

바탕으로 입자추적을 통해 미생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램프 

배열에 따른 자외선 조사강도분포를 산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데

이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램프출력 변경에 따른 UV 살균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UV 살균기의 성능평가 절차

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UV 살균기의 평가 절차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미생물 입자의 경로를 고려하고 그에 해당하

는 누적조사에너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CFD 해석기반 열

유동 해석과 입자해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절에 나타내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Process of evaluation of UV disinfection

  었다. 

3. 열유동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UV 살균기 내부의 유동장과 입자의 거동을 수

치해석 하기 위하여 유한 체적법에 근거한 범용 프로그램인 

FLUENT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지배방정식은 

3차원 정상 비압축성으로써 연속(continuity) 방정식은 식 (1)과 

같으며, 난류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레

이놀즈 평균한 방정식인 RANS 방정식은 식 (2)와 같다. 



                                                    (1)



 







 



′ ′  

                                                        (2)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시간, 는 유속, 는 압력,  

는 유체 점성계수,  는 중력 가속도,   는 외력항이다. 식  

(2)의  ′ ′ 는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 항으로 본 연

구에서는 SST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압력보정은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대류항(convection 

term)은 quadratic upstream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s(QUICK)을 사용하였다. 

UV 살균기 내부의 대류 및 복사 열전달을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복사 전달 방정식은 식 (3)과 같으며 

discrete ordinates (DO) model 사용하였다. 

∇   

 



 











′  ′

                                                 (3)

4. 입자해석 방법

입자운동해석을 위해서 입자 운동 방정식이 고려되었으며 식 

(4)와 같다. 



  


 
                   (4)

 여기서 우측의 마지막 항인  는 특별하게 입자의 힘에 추가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첫 번째 항인 

는 아래 식 (5)와 같다.






 








                                        (5)

여기서 는 유체의 속도이고 는 입자의 속도, 는 유체의 점

성계수, 는 유체의 밀도,  는 입자의 밀도 그리고 는 입자의 

직경이다.  는 상대적 레이놀즈수로 아래 식 (6)과 같다.

 


   
                                       (6)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평형수 처리용 UV 살균기 성능평가에 관

하여 미생물의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미생물이 살균기를 

통과하는 최단 또는 평균체류시간만을 이용하여 살균기 성능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미생물의 다양한 이동경로를 고

려한 살균기 성능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CFD 해석

을 기반으로 유량에 따른 UV 살균기 내부의 열유동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얻어진 열유동장을 바탕으로 입자해석을 수행, 다양한 

미생물의 입자 경로를 추적하여 이동경로에 따른 미생물들의 누

적 조사에너지량을 산정하였다. 얻어진 누적 조사에너지량을 바

탕으로 기술적 통계를 수행하여 UV 살균기의 성능을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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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소성변형률을 고려한 점소성모델 개발 

 
김정현(부산대학교), 이치승(부산대학교), 이제명(부산대학교) 

 

 

요 약 

 

Austenitic stainless steel shows complex mechanical behavior at low-temperature ranges on the basis of 

transformation-induced-plasticity (TRIP) phenomenon. The pre-strain effect, one of TRIP, is the process of plasticity to 

obtain particular purposes such as strength, ductility, and hardness enhancement. In this study, visco-plastic model 

considering pre-strain effect and temperature effect is proposed. In addition, continuum damage mechanics approach is

coupled with visco-plastic model to predict material fractures under arbitrary loads. The proposed visco-plastic model is 

implemented into developed ABAQUS user-defined subroutine UMAT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model. This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with pre-strain dependent experimental results and shows good agreements. 

 

Keywords: 304L stainless steel(304L 스테인리스 강), Visco-plastic model(점소성 모델), Damage mechanics(손상역학), Pre-strain 

effect(예비변형률 효과),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아바쿠스 사용자지정 서브루틴) 

 

1. 서 론 

 

변태유기소성(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현상은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준안정 오스테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의 상변태 과정을 거치면서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TRIP강은 우수한 성형성, 용접성, 

강도 및 연성으로 인해 자동차산업, 건설, 조선산업에서 

널리 채택된다. 특히, 조선산업에 있어서 304, 316, 304L과 

같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저온 영역에서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로 인해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와 관련된 LNG선, LNG파이프, LNG밸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MARK-III 타입 LNG선의 경우에는 

주름이 있는 스테인리스 멤브레인(corrugated stainless steel 

membrane)이 1차 방벽으로 사용되는데(Fig. 1), 이는 온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열 변형에 쉽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들 주름부는 프레스 가공에 의해 각 부위마다 

예비변형률이 가해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기계적 성질이 

상당부분 변하게 된다. 본 저자는 과거연구를 통해 

예비변형률에 따른 TRIP거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예비변형률의 온도와 예비변형률의 정도에 따라 강도와 

연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Kim et al., 2012) 

 
Fig. 1 MARK-III type LNG containment system 

 

하지만, MARK-III 타입 LNG선의 1차 방벽과 같이 

예비변형률이 가해진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예비변형률의 고려 없이 해당 재료의 기계적 물성치 

(as-received material property)만을 이용하여 구조물해석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확한 구조물 해석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예비변형률을 

고려한 재료의 구성방정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저온영역에서 

상변태의 영향으로 2차경화와 같은 복잡한 거동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비선형 거동을 정확히 모사하면서 

예비변형률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몇몇 연구자들은 상변태량 측정을 통해 스테인리스강의 

비거동을 모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스테인리스강의 

상변태량을 조사하여 구성모델에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이차경화와 같은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모사하였다(Yoo et 

al., 2011). 이러한 방법은 직접정식화법 (direct formulation 

method)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TRIP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상변태를 직접 측정하여 

재료의 거동을 모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여러 가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상변태에 대한 연구 데이터확보가 

필수적이며, 상변태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면 상변태량을 

가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응력-변형률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된 변형률 경화속도 및 변형률 속도 민감도를 

통해 점소성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표현하는 구성방정식에 

관한 연구가 제안되었다(Park, et al., 2011).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수식 및 가정 없이 또한 상변태의 측정 없이 

스테인리스강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하였다. 

하지만, 예비변형률 효과는 강도와 연신율과 같은 재료의 

기계적 거동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방정식이나 구성모델에 탑재하여 재료의 거동을 적절히 

모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과거 연구에 있어서 

in-house 타입의 FEA코드를 개발하여 재료단위의 

유한요소해석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단위의 해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식이나 가정 없이 또한 상변태의 측정 없이 응력-변형률 

곡선을 활용하여 parameter를 규명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적절한 보완 및 수정을 통해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구성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탑재한 ABAQUS 

사용자지정 재료 서브루틴(user-defined material subroutine, 

UMAT)을 개발하여 재료의 거동을 수치계산을 통해 적절히 

모사하였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연구에 수행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 모델 및 수치해석결과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2. 점소성 손상모델 

 

2.1 Bodner-Partom 점소성 모델 

 

일반적으로 변형률속도는 탄성영역과 소성영역으로 분리 

가능하며 변형률분리식은 다음과 같다(Bodner, 2002). 

 

ε ε ε= +� � �

e p

ij ij ij
  (1)   

여기서, ε�
e

ij
는 탄성 변형률속도, ε�

p

ij
는 비탄성 

변형률속도이다. 탄성 변형률속도는 일반화된 Hooke 

법칙에 의해 시간미분 항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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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 ijkl klDσ ε=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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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 ik jl il jk ij klD G

ν
δ δ δ δ δ δ

ν

⎡ ⎤
= + +⎢ ⎥−⎣ ⎦

     (3) 

 

여기서, G 는 전단 탄성계수, 
ij

δ 는 Kronecker delta 

함수이다. 소성변형률은 Prandtl-Reuss의 유동 법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다. 

 

ε λ= =� �

p p

ij ij ij
e s                   (4) 

 

여기서 λ 는 소성승수(plastic multiplier)이며
ij

s 는 

편차응력텐서를 나타낸다. 식 (4)를 제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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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

(1/ 2)
p p p

ij ijD e e= � � 이고
2

(1/ 2) ij ijJ s s=  이며 각각 

편차 소성변형률의 2차 불변량, 편차응력의 2차 불변량이다. 

식 (6)에서 
0

D 와 n 은 재료정수이고, 각각 최대 

변형률속도를 제한하는 변수 및 변형률 속도 민감도를 

조정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

D 는 10
4

를 

사용하고, n 은 온도에 의존한 재료정수로 결정된다. 변수 

Z 는 소성 유동에 대한 재료의 전체적인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태변수로 하중 이력과 관계가 있다. 식 (6)을 식 

(4)와 (5)에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eff 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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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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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

p
Z Z Z Z mW= − − −  (8) 

p

P p ij ij
W dW dσ ε= =∫ ∫   (9) 

 

여기서, 열회복을 무시할 수 있다면 변수 Z 는 식(8)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0

Z 와 
1
Z 는 각각 항복응력, 포화응력을 



의미하는 재료정수로 온도 및 변형률속도에 의존한다. 또한  

p
W 는 축적 소성일을 의미하며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2.2 경화함수를 고려한 점소성모델 

 

과거 연구에 있어서(Park et al., 2011) 본 저자는 

Bodner-Partom 점소성 모델을 수정하여 2 차경화와 같은 

TRIP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재료정수의 결정 

기법을 제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의 

비선형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이러한 재료정수 

결정기법이 사용되었다. 식 (8)의 재료정수 m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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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θ 는 변형률경화속도 이며 p
ε 는 축적소성변형률을 

의미한다. 재료정수 m은 
true

θ ε−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Fig. 2), 본 식으로부터 구한 재료정수 m을 

점소성모델에 적용시키기 위해 식(8)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0 1
( ) exp( )

p
Z Z Z Z mW= − −  (13) 

 

(A)  

(B) 

Fig. 2 (A) 
true

θ ε−  curve vs. true stress-strain curve (B) 

determination method for parameter m  

 

2.3 손상모델 

 

Bodner-Chan 은 등방손상 발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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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는 재료 내부의 강성 저하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Bonder-Chan 의 손상모델이 점소성모델과 

연계하여 재료의 연화현상을 효과적으로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료의 손상변수인 ω ( ω< <0 1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Hayhurst & Lecki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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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비변형률 효과를 고려한 점소성모델 

 

본 저자에 의해 밝혀졌듯이, 예비변형률에 의해 강도 및 

연신율과 같은 기계적 거동특성이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예비변형률의 효과를 점소성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식 (8)의 경화함수를 예비변형률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즉, 
0 yieldZ σ− 와 

0 uts
Z σ− 관계를 통해 



강도와 연신율 측면에서 예비변형률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0

Z 와
1
Z 는 온도, 변형률속도에 

의존하는 재료정수이지만 예비변형률에는 의존하지 않는 

변수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로 도출되었듯이, 

온도, 변형률속도 이외에도 예비변형률에 따라 거동특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0

Z 와 
1
Z 을 예비변형률을 고려할 수 있는 

α , β  계수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일정한 온도 및 변형률 

속도에서 예비변형률 실험을 수행하였으므로 
0

Z 와 
1
Z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 즉 α 와 β 를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정의한다. 

 

0yield Zα σ⋅ ∝       (17) 

1uts
Zβ σ⋅ ∝       (18) 

 

이러한 α 와 β 를 도입하여 예비변형률을 고려하기 위해 

식 (13)은 다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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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all procedure of present study 

3. 유한요소정식화 및 ABAQUS UMAT 

적용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점소성모델은 예비변형률을 고려한 

스테인리스강의 비선형 거동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에 적용하였다. 그러기 위해 ABAQUS 

사용자지정 서브루틴인 UMAT을 채택하였다. UMAT은 FE 

분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구성모델을 implement하여 

사용된다. 이로 인해 FE 분석을 확연히 증가시킬수 있으며 

특히 ABAQUS libraries 내에 충분한 재료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변형률을 

고려한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개발된 구성모델을 ABAQUS 

platform에 탑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소성-손상모델의 ABAQUS UMAT 적용을 

위한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수행한다. 변형률 증분과 

시도응력 (trial stress)은 다음과 같다(Lee et al., 2012).  

 

 1n n

ij ij ij
ε ε ε

+

∆ = −  (20) 

 1( )n trial n

ij ij ijkl klDσ σ ε
+

= + ∆  (21) 

 

응력은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1 ( ) 1n n trial n

ij ij ijkl klD Sσ σ λ
+ +

= −∆  (22) 

 

λ∆ 는 tλ λ∆ =∆ 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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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증분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1
( )I

kl kl
Z m Z Z S S∆ = −      (23) 

1n n
Z Z Z

+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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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는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으로 Newton-Raphson 

법을 이용하게 되므로, UMAT에서 재료 자코비안 행렬 

(material Jacobial matrix)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곧 

비선형 점소성-손상모델의 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재료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 식을 통해 구해진다. 

 

1ij a a a

ijkl ijmn mn op opkl

kl

D D S D
σ

Ψ
ε Ω

∂∆
= −

∂∆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치계산의 안정성 확보 및 빠른 계산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TS법을 사용한다(Andersson, 2002). Fig. 

4에 ABAQUS UMAT의 알고리듬을 보인다. 

 

 
Fig. 4 Algorithm of ABAQUS UMAT 

 

4. 결 론 

 

예비변형률을 고려한 점소성 구성방정식을 ABAQUS 

UMAT에 탑재하여 재료의 거동을 모사하였으며, 이전 

실험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Fig. 5에 

나타나있듯이 예비변형률에 의존한 304L 스테인리스강의 

경화거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아주 잘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Fig. 11 Relationship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of AISI 304L pre-strained under room 

temperature (A) 5% (B) 10% (C) 13% (D) 16% (E) 19% (F) 

22% of pre-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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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강화형 폴리우레탄폼의 재료비선형해석을 위한 이방성 

점탄소성손상모델 개발 및 유한요소 적용 

 
이치승(부산대학교), 김명현(부산대학교), 이제명(부산대학교) 

 

 

요 약 

 

In the present study, the anisotropic viscoplastic-damage model is proposed to estimate and predict the material non-

linearity and damage growth of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RPUF). The developed model is independent on the yield

criterion and the loading path. It is dependent on the plastic work and softening-hardening parameters. In addition, the 

damage growt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ulti-axial stress function which is function of maximum tensile principal stress 

and first stress invariant. The developed viscoplastic-damage model is formulated based on the Algorithmic Tangential

Stiffness (ATS) method during stress update and is implemented into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UMAT). The 

analysis results of material behavior and damage growth of RPUF is compared to the uniaxial tensile and compressive tests

of RPUF. 

 

Keywords: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유리섬유강화형 폴리우레탄폼), Anisotropic viscoplastic-damage model (이방성 점소성-손상모델), 

Finite element formulation (유한요소정식화), Material nonlinearity (재료비선형), Damage growth (손상진전),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ABAQUS 사용자정의 서브루틴) 

 

1. 서 론 

 

폴리우레탄폼 (Polyurethane foam)은 우수한 단열성능, 

충격흡수성능, 경량성 등의 이유로 조선해양산업, 특히, LNG 

운반선이나 LNG 파이프라인 등과 같이 초저온 환경에 노출

되는 구조물에 매우 활발하게 채용되는 복합재료이다. 

폴리우레탄폼은 주로 발포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때 발

포방향에 따라 재료이방성의 경향이 매우 뚜렷이 나타나며, 

발포방향의 재료강도가 발포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재료강도

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Han, et al., 2010). 

또한, 폴리우레탄폼은 인장하중 하에서는 취성의 특징을, 

압축하중 하에서는 연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복합재료이며, 

특히, 압축하중이 작용할 경우, 연화 (Softening) 및 경화 

(Hardening) 현상이 서로 간섭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재료비

선형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재료비선형 특성은 폴리우레탄폼 구조물의 안전 

및 최적설계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

나, 관련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강화형 폴리우레탄폼의 

재료비선형해석을 위한 전용 이방성 점탄소성손상모델을 개

발하고, 이의 유한요소적용을 위해 ABAQUS용 재료카드 

(사용자정의 서브루틴)를 구축한다. 

 

2. 이방성 점탄소성손상모델 

 

폴리우레탄폼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에 대한 이방성 점탄

소성손상모델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바 있다 

(Murakami and Kamiya, 1997; Lemaitre, et al., 2000; Chow, 

et al., 2008; Voyiadjis, et al., 2008; Desmorat, et al., 2009). 

이들 연구는 항복원이 정의되고 하중이력에 의존하는 소성

이론에 기초하여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 복합소재에서의 

항복원과 하중이력 의존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

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과 수준의 재료시험

이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 항복원 및 하중이력에 의존하지 않고, 재료의 소성

일 (Plastic work)과 경화-연화 재료특성을 토대로 점탄소성

모델을 기술하는 기법이 Bodner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제안

된 바 있다 (Stouffer and Bodner, 1979; Bodner and 

Stouffer, 1983; Bodner, 2002).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복

합소재에 대한 적용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특히 인장 및 압

축에서 달리 나타나는 취성 및 연성 재료거동을 구현한 연구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저자 및 연구팀은 선행 연구에서 등방성 재료에 적

용 가능한 항복조건 및 하중이력 부재형 점탄소성손상모델

을 제안한 바 있다 (Lee, et al., 2011; Park, et al., 2011; Yoo, 

et al., 2011; Lee,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 

및 연구팀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 등방성 점탄소성모델을 확

장하여 폴리우레탄폼의 재료비선형 거동을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신개념 이방성 점탄소성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전술

한 바와 같은 인장-압축 하중방향에 따른 취성-연성 재료거

동 현상을 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방성 재료에 적용 가능한 비탄성 변형률과 소성 승수 

(Plastic multiplier)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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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α

와 T
α

는 각각 6차원의 변형률속도 및 편차응력

이다. Λαβ 는 이방성 소성 승수, Zαβ 는 이방성 총 경화량, 

0
D 는 전단변형률속도 한계치 (limiting shear strain rate), n

은 변형률속도 민감도 파라미터, 
2

J 는 이차 편차응력 불변

량이다. 맵핑 알고리듬 (mapping algorithm)을 통해 6차원의 

변형률속도와 편차응력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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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각 (Diagonal) 이방성 총 경화율 Z
αα

±
�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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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Z
αα

와 −
Z
αα

는 각각 인장 및 압축 변형률속도에 따

른 경화량을 나타낸다. q는 재료정수이며, S
α

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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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폼을 포함한 복합소재는 임의의 변형률속도에

서 연화와 경화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방성 총 경화율을 경화 부분과 연화 부

분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의 변형률속도에서는 취

성의 특성이, 음의 변형률속도에서는 연성의 특성을 가지므

로, 하중방향에 따른 재료특성을 총 경화율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 경화율을 인장 및 압축, 경화 및 연화의 경화율로 표현

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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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첨자 +와 –는 각각 양의 변형률속도와 음의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며, 아래첨자 H와 S는 각각 경화와 연화를 나

타낸다. 또한, 아래첨자 0는 경화량 및 연화량의 초기값이며, 

m과 h 는 각각 경화율과 연화율을 의미한다. α 는 경화량

을 조절하는 경화 파라미터이다. 

한편, 폴리우레탄폼의 재료 내부 손상을 정량적으로 계산

하기 위해, Bodner-Chan 손상모델을 적용한다 (Bodner 

and Chan, 1986). Bodner-Chan 손상모델에서는 다축응력 

(multi-axial stress)를 기반으로 손상진전을 기술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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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는 손상변수, b , H , A , B , C , r 는 재료 

파라미터, Q 는 다축응력 함수, 
max

±
σ , effσ , 

1

±
I 는 각각 

최대 주응력, 등가응력, 1차 응력 불변량이며 위첨자 +와 –

는 각각 양의 변형률속도와 음의 변형률속도를 의미한다. 

전술한 점탄소성손상모델은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거쳐 

증분형 (Incremental form)으로 전환되며 ABAQUS 사용자정

의 서브루틴인 UMAT으로 프로그래밍된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응력적분법은 빠른 수렴도와 적은 오차율로 널리 활용

되고 있는 Algorithmic Tangential Stiffness (ATS) 방법이 사

용되었다. 또한, 최적의 시간증분과 그에 대응되는 변형률증

분 및 응력증분의 계산은 Material Jacobian Matrix (MJM)를 

통해 구현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저자의 선행 연구

논문을 통해 참고 가능하다 (Lee, et al., 2011; Lee, et al., 

2012). 

 

3. 폴리우레탄폼의 재료시험 

 

폴리우레탄폼의 하중방향 및 재료방향에 따른 재료거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폴리우레탄폼의 재료방향에 따른 일

축인장 및 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폴리우레탄 발

포방향 (Z 방향)과 발포수직방향 (X 및 Y 방향)에 대한 시편

을 각각 별도로 준비하여 시험함으로써 재료이방성 효과를 

정밀하게 계측하였다. 그림 1은 인장 및 압축시험 설비와 재

료시편을 각각 보이고 있다. 

 

 

 

(a) Tensile testing facility and specimen 

 

(b) Compressive testing facility and specimen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and test specimens 

그림 2는 재료시험결과로서 각 재료방향별 인장 및 압축

시험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발포방향과 발포수직방향의 재료거동이 매우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발포방향의 재료시편이 발포수직

방향의 재료시편에 비해 인장/압축 항복/최종강도가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폴리우레탄폼 발포방향의 재료결합

력이 발포수직방향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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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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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mpressive test 

Fig. 2 Representative tensile and compressive test results 

 

4. 전산해석 결과 및 시험과의 비교 

 

그림 3은 전술한 ABAQUS UMAT을 사용한 전산해석결과

와 재료시험결과의 응력-변형률 곡선 비교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료 선형 및 비선형 거동을 매

우 정밀하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 내부 손상이 진전

하여 파손에 이르는 시점 (연신율)도 매우 정밀하게 예측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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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mpressive test 

Fig. 3 Comparison of stress-strain relation between ex-

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복조건과 하중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폴

리우레탄폼 전용 이방성 점탄소성손상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유한요소법에 적용하였다. 특히, 이방성 재료의 특성 뿐만 

아니라 인장 및 압축하중에 따른 재료의 취성 및 연성거동 

특성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모델은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거쳐 범용유한요소

해석코드 ABAQUS의 사용자정의 서브루틴인 UMAT으로 구

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폴리우레탄폼의 재료별 및 하중

방향별 (인장 및 압축) 재료거동 특성을 정밀하게 평가/예측

하였다. 

제안된 모델과 유한요소 기법을 바탕으로 폴리우레탄폼 

기반 구조물의 안전/최적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가, 본 연구에서 구축된 ABAQUS 폴리우레탄폼 전용 재

료카드를 바탕으로 산업계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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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폭시 적층 복합재료 점진적 손상구조해석

이상갑, 남재형(한국해양대), 변준형(KIMS), 김인학, 정영래(국방과학연구소)

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composite material underwater vehicle propeller superior to the radiation nois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researches on the diverse fiber directions and arrays and also to develop numerical simulation techniques for its optimum

structural analysis with the experiments. In the last study, characteristics and weight drop tests of composite laminar specimens 

were performed and their mechanical properties and damage state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ir tests. In addition, using 

composite material model MAT_162 (Composite_DMG_MSC) linked with LS-DYNA code, progressive damage structural analysis 

technique was developed by the investigation of the damage mechanism and by th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of glass/epoxy 

composite laminates according to the damage criteria. Through this study, it might be thought that the optimum structural design 

of composite laminates and propeller could be derived with high accuracy for the maximization of its performance at the reversed

design stage by the estimation of their strengths, energy absorption capacities and damage states according to the diverse fiber 

arrays.

Keywords : Glass/epoxy(유리/에폭시), Composite laminates(적층 복합재료), Radiation noise(방사소음), Progressive damage structural 

analysis(점진적 손상구조해석), MAT_162, LS-DYNA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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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소성 손상모델 기반 Subsea Pipeline 재료 거동 및 손상평가 

 
김성진(부산대학교), 박주신(삼성중공업), 이제명(부산대학교) 

 

 

요 약 

 

이 논문에서는 고온/고압의 유류 수송용 파이프라인 재료의 물성치 변화로 인한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다. 재료의 비선형

거동 및 온도변화로 인한 재료의 기계적성질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유한상용해석 툴인 ABAQUS의 사용자지정 재료

서브루틴(user-defined material subroutine, UMAT)를 통하여 Bodner-Partom이 제안한 점소성 구성방정식(visco-plasticity 

constitutive model) 및 점소성 손상모델을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Keywords: Subsea pipeline(심해 파이프라인), Viscos-plasticity, ABAQUS, UMAT 

 

1. 서 론 

 

1950년대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가스 및 기름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이프라인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운용되는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다양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Hopkins, 1995). 심해 유정의 flowlines와 같이 심해 

파이프라인의 경우 고온 및 고압의 환경에서 작동하게 된다. 

또한 고온/고압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작동 중 충격하중, 

반복하중 등 다양한 하중에 노출이 된다. 이러한 하중에 

대해 파이프라인의 거동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pipeline에 사용되는 high-strength low-alloy steel 

(HSLA-65 steel)의 경우,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그 기계적 

성질 역시 변화 한다(Nemat-nasser, et al., 2005). 하지만 

실제 파이프라인 설계 시 온도변화에 따른 재료 물성치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의 성질 

변화는 파이프라인이 작동 중 다양하게 받는 하중들로 인해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온/고압의 유류 수송용 파이프라인 

재료의 물성치 변화로 인한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다. 

재료의 비선형 거동 및 온도변화로 인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유한상용해석 툴인 ABAQUS의 

사용자지정 재료 서브루틴(user-defined material subroutine, 

UMAT)를 통하여 Bodner-Partom이 제안한 점소성 

구성방정식(visco-plasticity constitutive model) 및 점소성 

손상모델을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재료 

인장 시험과 비교를 하였으며, 구조물에 적용을 하여 경향을 

파악하였다. 

 

2. 점소성 손상모델 

 

2.1 Bodner-Partom 점소성 모델 

 

미소변형으로 가정 시, 변형률속도를 탄성영역과 

비탄성영역으로 분리 할 수 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Bodner, 2002) 

 

ε ε ε= +� � �

e p

ij ij ij
  (1)  

 

전체 변형률속도는 ε�
e

ij
 탄성 변형률 속도와 ε�

p

ij
비탄성 

변형률 속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탄성 변형률속도는 

일반화된 Hooke 법칙을 따른다. 

 

 e

ij ijkl klDσ ε= ��         (2) 

1
2 ( )

2 1 2
ijkl ik jl il jk ij klD G

ν
δ δ δ δ δ δ

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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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G 는 전단 탄성계수, 
ij

δ 는 Kronecker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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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이다. 소성변형률은 Prandtl-Reuss의 유동 법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λ (소성승수, plastic multiplier)와 

ij
s (편차응력텐서)의 곱으로 나타낸다. 

 

ε λ= =� �

p p

ij ij ij
e s                   (4) 

 

식 (4)를 제곱하여 편차소성변형률의 2차 불변량 

(
2

(1/ 2)
p p p

ij ijD e e= � � ) 과 편차응력의 2차 불변량 

(
2

(1/ 2) ij ijJ s s= )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편차소성변형률의 2차 불변량은 다시 재료정수 
0
D , n  과 

변수 Z 로 나타낼 수 있다. 
0
D , n 은 각각 최대 변형률 

속도를 제한하는 변수 및 변형률 속도 민감도를 조정하는 

변수이다. 변수 Z 는 소성유동에 대한 재료의 전체적인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태변수로 하중 이력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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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6)을 식 (4)와 (5)에 대입하게 되면 다음 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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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Z 는 식(8)과 같이 나타내며, 
0

Z 와 
1
Z 는 각각 

항복응력, 포화응력을 의미하는 재료정수로 온도 및 

변형률속도에 의존한다. 또한  
p

W 는 축적 소성일을 

의미하며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2.2 손상모델 

 

재료의 강성저하를 기술하기 위한 손상발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odner & Ch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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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는 재료 내부의 강성 저하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Bonder-Chan 의 손상모델과 BP-model 

점소성모델과 연계하여 재료의 연화현상을 모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재료의 손상변수인 ω ( ω< <0 1 ) 는 Hayhurst & 

Leckie, 1977 이 제안한 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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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정식화 및  

ABAQUS UMAT 적용 

 

 본 연구는 점소성 모델의 적용을 위하여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수행한다. 변형률 증분과 시도응력(trial stress)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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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력은 아래의 식으로 갱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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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는 tλ λ∆ =∆ 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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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는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풀기 위해 

Newton-Raphson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UMAT에서 재료 

자코비안 행렬 (material Jacobian matrix)을 제공해야 하며, 

재료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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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기 위하여, 수치계산의 안정성 및 

빠른 계산시간의 장점이 있는 Algorithmic tangential 

stiffness 법(ATS method)을 사용하였다(Andersson, 2002).  

 

4. 결 론 

 

온도를 고려한, 점소성 구성방정식을 ABAQUS UMAT에 

탑재하여 재료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맷의 결과를 Nemat-Nasser 이 연구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아래 Fig1. 에 HSLA-65 

steel의 온도 및 변형률 속도 변화에 대한 재료거동을 

나타내었다. 

 

(a) strain rate of 10
-1
 /s 

 
(b) strain rate of 10

-3
 /s 

Fig. 1 Comparison of stress-strain rel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개발된 재료 비선형 UMAT을 바탕으로 pipeline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다. pipeline에 대해서 두께방향으로 

온도구배를 적용하여 재료 비선형을 나타내는 UMAT을 

적용하여 pipeline의 작동 중 작용하는 내압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 하였다. 대표적인 결과를 Fig. 2에 나타낸다. 

 

 

Fig. 2 Representative results of pipeline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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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용 강재 SAW HAZ부의 파괴인성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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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인(Total Marine Service), 김명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Abstract 

 

Recently,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become larger than before. So, the usage of high strength steel and ultra thick

plate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e thick plates have disadvantages of weakness of brittle and fatigue fracture. The

good toughness of HAZ (Heat Affected Zone) is the most important property of steel plate for offshore structures for a safety

assurance of weld structure. Especially, the fracture toughness test such as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needs

to be investigated for the larger than 60mm-thick steel in welded structures. 

In this study, a series of experiments was carried out to obtain the fracture toughness values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of API 2W Gr.50. The three point bending specimens having the notch at weldment, CGHAZ (Coarse Grain)

and SCHAZ (Subcritical), welded using 45kJ/cm of SAW (Submerged Arc Welding). In particular, a comparison of absorbed 

impact energy and CTOD values are made with respect to the weld zone, CGHAZ (Coarse-grain) and SCHAZ (Subcritical).

Also, both CTOD tests and charpy impact tests were performed at various temperatures from -80°C to room temperature in 

order to obtain DBTT (Ductile-to-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Keywords: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HAZ (열영향부), The fracture toughness (파괴인성), Charpy impact test (샤르피

충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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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Unit cabin의 고체음 해석 및 방사소음 저감 연구 
 

김성훈(현대중공업), 송근복(현대중공업), 주원호(현대중공업) 
 

 

요 약 
 

최근 건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드릴쉽은 일반 상선보다는 다수의 선실이 요구되는 선박이며 조선소에서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유닛캐빈(Prefabricated unit cabin)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드릴쉽의 거주구 하부에는 동적 위치
유지(Dynamic positioning) 또는 이동(Transit)을 위한 Azimuth thruster가 장착되고 있으며 거주구역의 주요 고체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상선의 선실구조에 대해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과 전달행렬법을 이용하여 기존에
실험적으로 파악되었던 방사소음 기여도를 평가하여 해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Unit Cabin에 대해서는 기존
상선과는 다른 구조의 벽체, 즉 선실 벽체 구조에서 외벽 방향으로는 미네랄울이 노출되어 있고 선실 내부 방향의 면에만
0.6mm 두께의 철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유닛캐빈에 대하여 전달행렬법을 이용하여 벽체 구조의 방사특성을 파악하여
2010년도에 발표된 바 있는 유닛캐빈 목업에 대한 고체음 방사특성 및 제어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닛캐빈에
적용되는 벽체 구조의 방사소음의 주파수 특성과 미네랄울 두께 증가시 방사소음의 저감 특성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
이로부터 200Hz 이하의 저주파수 소음이 큰 특성을 갖는 드릴쉽의 소음 해석 및 예측의 정확도 향상과 효과적인 제어 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Structure-borne noise(고체음), Unit cabin(유닛캐빈), Statistical energy analysis(통계적에너지 해석법), Transfer matrix 
method(전달행렬법), Drill ship(드릴쉽), Thruster(스러스터)  
 

1. 서 론 
 
최근 드릴쉽이 활발히 건조되고 있으며 드릴쉽에 

적용되는 거주구역의 선실 소음허용치는 일반 상선에 주로 
적용되는 IMO A.468(XII) 규정과 비교하여 보통 10dB 
엄격한 50dBA이다. 최근에는 선실 소음 허용치가 45dBA로 
규정되어 있는 NORSOK S-002(for mobile offshore 
structure)이 적용되는 드릴쉽이 발주되고 있으며 45dBA의 
소음 수준은 기존 형태 드릴쉽의 선실 소음 수준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므로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드릴쉽 소음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드릴쉽의 
주요 소음원 제어(Song & Joo, 2011)와 드릴쉽이나 
FPSO와 같은 해양구조물(Offshore structure)에 적용되는 
선실 구조인 유닛 캐빈(Unit cabin)의 방사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Song & Kim & Joo, 2010)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상기 연구 결과로부터 드릴쉽 선실의 주요 소음원은 
거주구역 하부 선저 부근에 보통 3대 씩 설치되는 Azimuth 
thruster 작동에 의한 고체음 전달 성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파수 대역은 80~200Hz 사이의 저주파수 성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상선에 적용되는 선실 구조에서 
실험적으로 규명되었던 방사소음 기여도 (Joo & Kim, 2006) 

및 제어 결과와 선박의 고체음 전달 해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SEA, Statistical Energy Analysis) 및 흡차음 
해석에 사용되는 전달행렬법(TMM, Transfer Matrix Method, 
Allard & Atalla, 2009)을 이용하여 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닛캐빈의 벽체구조에 미네랄울 두께 
변경시 방사소음 해석을 수행하여 유닛캐빈 선실의 
방사소음 기여도와 대책 수립 전후의 선실 소음 측정 결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2. 방사소음 기여도 해석 및 시험 

 
선실에서의 방사소음 기여도 평가를 위한 해석 및 시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선박에 설치되는 선실과 유사한 
크기를 갖는 거주구 목업(Fig. 1)을 이용하여 선실 하부에 
가진기(Exciter)로 구조물을 가진한 경우와 천장 구조에 
소음저감 대책 수립 전/후에 선실 상부에서 가진한 경우에 
해석 및 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방법은 Fig. 2와 같이 가진원에 의한 선실 구조의 
진동응답 계산을 위해 SEA를 사용하였고 선실 구조에서 
공기층과 선실 내장재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TMM을 
사용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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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실에서 음향측정을 위해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였고 선실 
내부 6개 면에서 방사되는 소음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진동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80~200Hz 
저주파수 대역의 소음 성분은 바닥에서 방사되는 소음의 
기여도와 벽체 구조에서 방사되는 소음 수준이 유사한 
수준의 기여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험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5에 표시하였고 실험 
결과와 다른 점은 80~200Hz 주파수 대역에서 천장 패널의 
기여도가 시험 결과 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있고 벽체 구조의 
기여도가 바닥구조 보다는 크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해석 
모델이 실제 선실 내장재의 설치 조건, 즉 내장재 연결 방법 
및 바닥 구조의 물성치를 해석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별 
기여도는 Fig. 4에 표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25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바닥에서 방사되는 소음 성분이 매우 
지배적임을 알 수 있고 2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각 
면에서 방사되는 양이 매우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실 내부의 소음 제어를 위해 일반적으로 바닥 구조에 
제어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상한 만큼의 
저감량이 구현되지 않는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Fig. 1 Isometric view of deckhouse mock-up 

 
Fig. 2 Calculation procedure of cabin radiated noise 

 
Fig. 3 Equations used for TMM analysis 
해석 방법에 대한 또 다른 검증 절차로 천장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 Ceiling panel 위에 
추가적으로 Overlay insulation을 시공한 경우와 천장 패널 
상부에 보통 50mm 두께의 미네랄울이나 Deckhead 구조에 
Spray type 의 보온재를 부착한 경우에 대한 시험결과로써 
선실 내부 소음  저감량을 Fig. 6에 표시하였다. Deckhead에 
보온재를 추가 부착시키거나 Overlay Insulation을 추가한 
경우에 200~400Hz 주파수 대역에서 선실 소음이 저감되며 
이외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선실 소음은 저감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으며 정량적인 소음 저감 수준은 실험 
결과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만 제어되는 주파수 대역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유닛캐빈 구조에 대한 고체음 방사소음 시험은 Fig. 1의 
거주구 목업 상단에 화장실 구조를 포함한 2개의 유닛캐빈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Fig. 8) 벽체 구조에는 외벽의 
역할을 하는 Bulkhead 구조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조건이다. 이때 유닛캐빈 하부의 구조를 가진하고 Wall 
panel과 Ceiling panel에 부착되는 미네랄울의 두께를 변경 
시켜서 유닛캐빈 내부에서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Fig. 9에 
표시하였다. 그 결과 5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선실 
음압 수준이 최대 3~4dB 저감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Song & Joo, 2010)에 따르면 5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바닥과 벽체에서 방사되는 기여도가 
유사한 수준이며 63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바닥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네랄울의 두께 
변경에 의한 벽체 구조에서 방사 소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Wall panel 표면재인 0.6mm 두께의 철판에 부착되는 
미네랄울의 두께를 증가시켰을 경우 Wall panel에서 
방사되는 소음 수준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Fig. 10) 그 
결과 미네랄울의 두께를 증가시킨 경우 63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소음 저감이 2dB 이상 발생하며 1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소음저감 효과는 1dB이하로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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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noise contribution of cabin surfaces 

50 80 125 200 315 500 800 1.25k 2k

So
o
n
d
 p

re
ss

u
re

 l
ev

el
(d

B
L)

1/3 Octave Band Center Freq.(Hz)

Overall Deck floor

Wall panel Ceiling panel

5dB

 
Fig. 5 Calculated noise contribution of cabin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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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cabin noise reduction due to additional 

ins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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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lculated cabin noise reduction due to additional 

insulations 
미네랄울의 두께 증가시 선실소음 저감이 500Hz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은(Fig. 9) 벽체구조의 방사소음 저감 

발생 주파수 대역(Fig. 10)과 벽체구조의 기여도가 높은 
대역이 5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 인 것(Song & Joo, 
2010)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5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 중에 일부 대역(160Hz, 200Hz, 
315Hz)에서는 소음 저감량의 크기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바닥구조의 기여도가 벽체구조의 기여도 보다 높은 
대역으로(Song & Joo, 2010) 바닥구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8 Unit cabin installed on deckhouse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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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d cabin noise reduction level due to 

increase of mineral woo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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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alculated noise reduction radiated from wall panel 
due to increase of mineral wool thicknes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상선에 적용되는 선실 구조에서 

실험적으로 규명되었던 방사소음 기여도 및 보온재 추가시 
선실소음 제어효과 결과와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과 
전달행렬법을 이용한 해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방법을 



바탕으로 저주파수 대역의 선실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 
드릴쉽의 Unit cabin의 벽체 구조의 미네랄울 두께 변경시 
방사소음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효과가 선실내부 소음 계측 
결과와 주파수 대역이 잘 일치하였으며 바닥구조 이외에 
벽체 및 천장 구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드릴쉽을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선실 저소음 
대책 수립에 효과적인 저감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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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전선 모델을 이용한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해석
김국현(동명대학교), 이동섭, 조대승(부산대학교), 최태묵(크리에이텍)

요 약

Foundation for shipboard equipments should have enough rigidity in order that the resilient mount demonstrates 
its inherent performance. Foundation rigidity is assessed as mobility defined by velocity-force ratio. In general, a 
numerical method like finite element analysis is adopted in design stage, in which a block scale model not whole 
ship scale is used as a numerical model and fluid loading conditions are not considered as well. In this study, 
numerical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on an effect to the foundation mobility of shipboard equipment by 
numerical model scale and fluid loading condition. For this purpose, a numerical model of whole ship scale has been
generated for a 60m class ship and numerical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The result has shown that a whole 
ship model considering fluid loading condition should be used for accurate mobility assessment in low frequency 
range.

Keywords :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Foundation(받침대), Dynamic stiffness(동적강성), Mobility(모빌리티), Model scale(모델규
모), Fluid-loading conditiont(접수조건)

1. 서 론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탑재되는 주기류 및 보기류는 운용 중 

기진력에 의한 진동에너지가 발생하며, 이는 장비 받침대, 배관, 
선체 구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조물 전체에 전달된다. 이 
때, 장비 받침대로 전달되는 진동에너지는 진동원과 장비 받침대 
사이에 탄성마운트를 이용해 절연이 가능하다. 탄성마운트가 고
유의 절연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mobility)가 탄성마운트의 모빌리티에 비해 충분한 낮은 값을 갖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빌리티 평가방법으로는 충격시험(impact test), 가진기시험
(exciter test) 등의 실험적 방법,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등을 활용한 수치해석적 방법, 경험식(empirical formula) 
등을 이용하는 경험적 방법이 있다. 최근 컴퓨터 성능 및 해석기술
의 발달로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모빌리티 평가방법이 설계 단
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험적 방법에 의한 결과 비
교를 통해 그 정확도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Kim et al.(2008)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선박용 냉동기의 받
침대의 임피던스(impedance)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충격시
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Kim et 
al.(2010)은 실선 장비 받침대의 충격시험 방법 및 절차를 참고
하여 유한요소법 기반의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의 역수에 해당하

는 동강성(dynamic stiffness) 평가방법과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실적선의 디젤 발전기 장비 받침대 동강성 평가하고 
모빌리티 평가에 관한 해석인자들의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2011)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장비 받침대 상판(top plate) 
마운트 홀(hole) 크기 변화가 받침대 임피던스(impedance)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Kim et al.(2011)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장비 받침대 상판 두께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 및 질량, 
받침대 상판의 형태 등이 장비 받침대 임피던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업(mock up)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한바 있다. 

한편, 상기의 연구는 선박구조물 전체가 아닌 블록 또는 받침대 
규모의 수치해석모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접수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계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받침대 
모빌리티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60m급 선박의 전선모델에 대
한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해석을 수행하고 모델 규모와 접수조건이 
받침대 모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2.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평가방법
장비 받침대의 모빌리티는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운트 

하단위치에서의 속도와 힘의 비로 정의되며, 실용적으로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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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이 모빌리티에 상용로그를 취하고 20을 곱한 모빌리티 
레벨(mobility level)  이 사용된다.

                                (1)

   log                         (2)

여기서, , , 는 각주파수 에서의 모빌리티, 
기진력( ), 속도( )를 각각 나타내며 는 기준 모빌리티
(reference mobility, 1 )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한요소해석 모델 
생성, 자유진동해석에 의한 고유진동수 해석, 모드 중첩법에 의
한 강제진동 해석, 속도응답을 이용한 모빌리티 해석의 절차를 
따라 장비받침대 모빌리티 해석을 수행하였다(Kim et al., 2010).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MSC/NASTRAN(MSC, 2008)을 사용하였으며, 전선 모델의 하중
조건에 따른 접수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구조-유체 연성해석을 
이용한 강제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MSC/NASTRAN
의 MFLUID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Fig 1. Mobility assessment procedure by finite element    
       analysis

3. 수치해석 및 고찰
3.1 수치해석모델 및 조건

Fig. 2는 60m급 선박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보인 것이다. 유한
요소모델의 절점과 요소 수는 각각 50,782개와 80,587개이며, 재료 

물성치는 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전선모델을 이용한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의 정도 높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 전체를 세분화된 유한요소로 모델링 하
는 것이 이상적이나 컴퓨터 용량, 계산시간 및 해석 주파수 범위 
등의 제약으로 관심 대상인 좌현 중앙 쪽에 위치한 장비 받침대 
영역의 요소만을 세분화하여 모델링 하였다.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해석은 Fig. 3에 보인 10개의 마운트 
위치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참고로, 3, 5, 8, 10번 마운트는 취
부지점 아래 15mm의 평판의 보강재로 강하게 지지되어있는 강
지지부(strong support)이며 1, 2, 4, 6, 7, 9번 마운트는 취부지
점 아래 아무런 하부 보강재가 없는 약지지부(weak support)에 
해당한다. 마운트 위치별 가진점(excitation position)과 응답점
(response position)은 Fig. 4와 같이 마운트 부착 면의 정중앙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진력은 수직방향 1kN이 작용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60m class ship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finite element model

Property Name Unit
Elastic Modulus 21000 kgf/mm2

Poisson Ratio 0.3
Density 7.85E-06 kgf/mm3

Damping ratio 0.02

Fig. 3 Mount position numbering of the equipment        
         foundation 



Fig. 4 Response and excitation positions
한편, 접수조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대상선에 대해 

비접수 조건(Case-1), 발라스트 조건(ballast condition, Case-2), 
만재상태(full-load condition, Case-3) 등으로 구분하여 해석모
델을 구성하였다. 이 때, Case-2와 Case-3에 대한 흘수는 
Table 2에 정리한 바와 같다. 

해석주파수는 1Hz에서 350Hz까지 1Hz 간격으로 설정하였으
며 해석결과는 1/3-옥타브밴드로 10Hz에서 200Hz까지 정리하
였다. 

Table 2 Drafts of case-2 and case-3
Case-2

(Ballast condition)
Case-3

(Full-load condition)

Mean Draft 3.928 m 4.5 m

3.2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1) 해석모델 규모에 따른 영향
해석모델 규모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Case-1에 대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고 블록모델(block model)에 대한 해석결과와 비
교하였다. 블록모델은 Case-1모델로부터 4개의 엔진 받침대와 기
관실 구역의 하부구조만을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블록모델의 절점
과 요소 수는 각각 29,483개와 32,793개이며, 경계조건은 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선체와의 분할 경계면을 단순지지 조건으로 설정하
였다. 참고로, Case-1과 블록모델의 1차 고유진동수는 각각 6.8Hz
와 39.9Hz로 확인되었다.

Fig. 5는 Case-1에 대한 해석결과를 블록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
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블록모델에 대한 모빌리티
가 Case-1 대비 크게 나타나며, 특히 40Hz~ 200Hz의 영역에서는 
블록모델이 Case-1모델에 비해 약 6~12dB 높은 모빌리티 값을 보
이고 있다. 이는 블록모델이 선체의 헐 거더(hull girder) 영향이 반
영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보수적 설계 관점에서는 블
록모델을 이용한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해석이 타당하나 보다 정도 
높은 해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선모델을 이용한 장비 받침대 모
빌리티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운트 위치에 따른 영향
Fig. 6은 Case-1에 대한 3, 8번 마운트(강지지부)와 4, 9번 마운

트(약지지부)의 모빌리티 해석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40Hz 미만
의 영역에서는 선체 헐 거더의 거동으로 인해 마운트 위치에 따
른 모빌리티 값의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난 반면 그 이상의 주파
수 영역에서는 받침대 국부구조 거동특성에 의해 큰 차이를 보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받침대 하부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강지지부
에 해당하는 3, 4번 마운트에 대한 모빌리티가 약지지부에 해당
하는 8, 9번 마운트와 비교해 약 1~4dB 낮게 나타남도 알 수 있
다. 

(3) 접수조건에 따른 영향
Fig. 7은  Case-1, Case-2, Case-3 등에 대한 받침대 모빌

리티를 10개 마운트 평균값으로 비교한 것으로, 100Hz 이하의 
주파수 영역에서 접수조건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가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100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접수효과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모빌리티는 
접수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Comparison of average mobility for all mounts of   
       case-1 and block model

Fig. 6 Comparison of mobility of 3, 4, 8 and 9th mount of  
       case-1.



Fig. 7 Comparison of average mobility for all mounts of   
       case-1, case-2 and case-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계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받침대 모빌리
티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선박의 전선모델에 대한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60m급 선박에 대한 유한
요소모델을 작성하고 해석모델 규모와 접수조건이 받침대 모빌리
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선체 헐 거더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저주파수 영
역에서 모델 규모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
선 모델에 비해 블록모델에 대한 모빌리티가 크게 나타나 저주파
수 영역에서의 정도 높은 해석을 위해서는 전선모델을 대상으로 
모빌리티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보수적 설계 관점에
서 블록모델을 이용한 장비 받침대 모빌리티 평가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2) 접수 모델을 대상으로 한 받침대 모빌리티 평가 결과, 선체 
거더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마운트 
위치에 따른 영향이 작게 나타난 반면, 받침대 부근 국부구조의 거
동에 영향을 받는 그 이상의 주파수영역에서는 그 영향이 크게 나
타났다. 

(3) 접수조건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므로, 저주파수 영역
에서 접수조건을 고려한 모빌리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보다 정도 높은 장비 받침대 모
빌리티 평가를 위해서는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빌리티 시험
결과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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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Main Duct Fan 인근 Room 소음제어 
 

박진형, 김재홍, 박노준, 박용환, 권혁(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요 약 
 

선박에서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는 작업자들이 생활하는 거주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주요한
요소이다.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를 위한 AHU(Air Handling Unit)이 거주구에 설치되어 있고, 이
AHU(Air Handling Unit)에 의해 Air가 Duct를 통해 각 Room으로 Air를 순환시킨다. 이 때 AHU(Air Handling Unit)에서 Air를
순환시키는 주요한 요소인 팬(Fan)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거주구로 전달되어 거주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구에 설치되는 AHU(Air Handling Unit)의 팬(Fan)소음으로 인해 인근 room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
사례를 소개하고, 소음 방음 대책을 통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HU(Air Handling Unit), Centrifugal Fan 
 

1. 서 론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고, 고도화 됨에 따라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승조원의 근무환경 및 
탑승객의 요소 중 선박의 소음과 진동이 주요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다. 
FPSO, Drillship, Pipe Laying Vessel등 특수선박의 경우 작업 
특성상 많은 작업자가 승선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200명 이상의 장비를 운용하는 기술자와 지원 인력이 
승선하여 해상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작업장과 휴식공간, 
거주구역에 대한 쾌적한 소음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는 
거주자들의 쾌적함을 위한 주요한 요소이다. HVAC를 위한 
AHU(Air Handling Unit)이 거주구에 설치되어 있고, 이 
AHU에 의해 Air가 Duct를 통해 각 Room으로 전달된다. 
AHU에서 Air를 전달하는 주요한 요소인 팬(Fan)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거주구로 전달되어 거주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구에 설치된 
Fan의 고체음에 의한 소음문제 사례를 소개하고, 소음 
감소를 위한 방음대책을 통하여 소음을 줄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Fan 소음 발생기저 (Generation mechanism) 
 Fan 소음은 유입유동(inflowing flow)의 특성, 
blade형상, fan housing과 blade tip사이의 clearance, 
fan rotating speed 등과 관계 있으며, 일반적으로 
thickness noise (monopole), loading noise(dipole) 
그리고 turbulent noise (quadrupol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파수 특성으로 분류하면 thickness noise와 
loading noise는 tone noise가 지배적이며, turbulent 
noise는 broadband noise가 지배적이다. 또한, 
thickness noise는 blade의 형상(blade volume)과 
관계를 가지며, loading noise는 blade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그 크기(소음레벨)이 결정되며, turbulent 
noise는 블레이드 끝단(trailing edge)에서 발생하는 
wake(후류)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2.2 원심팬 (Centrifugal Fan) 소음 특성 

회전체인 Fan 소음의 경우 임펠러가 주기적으로 회전 
하면서 Stator 등과 주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임펠러 
깃의 힘이 주기적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blade 끝단에서 
지속적으로 wake 가 발생하여, 이러한 blade에서의 힘의 
변화와 wake의 발생이 소음으로 방사된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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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팬에는 Forward inclined blade impeller, Backward 
inclined blade impeller를 가진 원심팬이 있으며, 두 가지 
원심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FWD Inclined Blade Centrifugal Fan (시로코 팬) 
FWD Inclined Blade Centrifugal Fan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임펠러 날개수가 많고, blade 폭이 작다. 
:  HVAC 시스템에 주로 사용된다. 
: 주로 회전수가 높을 경우 소음레벨도 높다. 
: 소음 특성은 Figure 2와 같이 톤 소음보다는 광대역 

소음이 우세한 시로코 팬이 많이 사용된다.  
 
2) BWD Inclined Blade Centrifugal Fan 
BWD Inclined Blade Centrifugal Fan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Loading Noise (pressure distribution on blade)가 

지배적이다. 
: blade 상/하면의 압력차가 증가할수록 소음레벨이 높다. 
: Inflow의 특성에 따라 비정상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uneven inflow에 의해 선회실속(rotating stall)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소음 특성은 Figure 3와 같이 날개통과 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 - 1BPF, 2BPF, 3BPF, …)의 소음이 크게 
나타난다.  

Absolute velocity

 
(a) FWD inclined blade            (b) BWD inclined blade 

Figure .1. 원심팬(Centrifugal fan)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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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WD inclined blade (시로코 팬) 원심팬 소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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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WD inclined blade 원심팬 소음의 특성 

 
 

Table. 1. 원심팬 (Centrifugal Fan) 특성 
 FWD blade(시로코 팬) BWD blade 
용도 저소음, 많은 풍량 많은 풍량, 적정 압력 
블레이드 개수 많음 적음 
적용 HVAC Forced Draft 

소음특성 
광대역 소음 
(Trailing Edge Turbulent 
Noise가 지배적) 

톤 소음 
(Blade Passing 
Frequency Noise가
지배적) 

 
2.4 적용된 팬 사양(Fan specification) 

 
AHU(Air Handling Uint)는 공기로부터 먼지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열원 또는 냉원을 사용하여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공기 조화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팬(Fan)이 사용되고 있다.  
적용되는 팬(Fan)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Table. 2. 팬(Fan) 주요 사양 

Fan Capacity 
Fan Type Centrifugal type supply fan 
Impeller Type Aero Dynamic Backward Inclined
Air volume 39,615 m3/h 
Revolution  1530 rpm 
No. of Blades. 11EA 

 
2.5  BWD centrifugal fan에 의한 Room 내 비정상 
소음 발생 가능성 검토 
 

일반적으로 Room 내 비정상 소음 발생가능성 및 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High fan noise source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Fan 자체 소음이 큰 경우이다. Fan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Fan blade 형상 변경을 통하여 
loading noise 및 thickness 소음을 줄일 수 있다. 
2) Rumble noise 
Duct의 고유진동수와 Fan의 BPF와 공진이 발생하여 
Duct의 진동이 증폭되어 고체음으로 소음이 방사된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Duct 구조 보강을 통한 
고유진동수를 변경하거나 또는 Fan capacity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fan rpm 변경하여 가진 주파수를 변화시켜 
공진을 회피한다. 
3) Break-out noise  
Fan으로부터 발생한 소음이 Duct를 따라 전파하면서  
surface를 통한 공기음이 인근 room으로 투과된다.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Duct thickness 증가 또는  Duct 
sound insulation 를 통한 투과 소음을 줄인다. 
 
2.5 Main Duct 인근 Room의 소음 특성 

 
Figure 4에서와 같이 AHU room 인근에 Office가 

배치되어 있다. AHU에서 각 room으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Duct가 선체 벽면(Wall)에 한면을 공유하여 배치되어 
있다. 

 

 
Figure .4. AHU room과 인근 room의 구조 배치도 

 
Figure 5는 AHU room과 Office 사이 Duct Wall에서 진동 

계측한 결과를 나타낸다. 진동 계측 결과 날개통과 
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인 280Hz(1530rpm 
(25Hz)Ⅹ11EA=280Hz)부근에서 peak level이 계측되었다. 
또한, Impact test를 통해 Duct surface의 고유 진동수 
계측결과 Fan BPF 가진 주파수와 공진이 회피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6은 Office에서 계측한 소음 계측결과를 나타낸다. 
소음 계측결과 250Hz 부근에서 높은 소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AHU에서 Supply된 공기가 Duct를 통해 전달되면서 
Duct surface를 통한 소음이 Office로 방사되어서 Office의 
소음이 높게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음이 높게 발생한 원인으로는 Fan 자체의 1BPF  소음이 
크고,  이 성분이 Duct 표면을 통하여 Break-out되어  
소음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Vibration measurement result of wall 

 

 
Figure. 6. Noise measurement result of office 

 
2.6 방음 조치 후 소음 계측결과 

 
가장 근본적인 방음 조치안은 Fan 자체 소음원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 
Break-out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 조치를 하였다. 

Figure.7은 방음 조치안을 나타낸다. 벽면(Wall)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Damping재를 벽면(wall)과 
Duct에 부착하였다. 또한 전파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Main Duct 내부에 Split type silencer를 삽입하였으며 Duct 
외부를 Sound Insulation 조치를 하여 Duct에서 Office으로 
투과되는 소음을 감소시켰다. 

 
Figure. 7. Noise count measure for duct 

 
Figure. 8은 방음 조치안 적용후 소음 계측결과를 나타낸다.  
방음조치후 250Hz에서 높게 발생하였던 Fan 1BPF 소음 
성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Noise level in office after countermeasure 

 
3. 결 론 

 
HVAC을 위한 AHU Main Duct 인근 Room에서 발생된 

소음의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Main AHU의 높은 Fan 소음이 Duct를 통하여 인근 

Room인 Office에 Break-out되어 소음이 크게 나타났다. 
- Break-out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 조치안을 통하여 

Office의 소음을 줄였다. 
-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저소음의 적정 압력을 가진   

원심팬을 HVAC용으로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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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용 룸 유니트 (Room Unit)의 소음저감성능해석
김상렬, 김현실, 이성현, 김봉기, 김재승 (한국기계연구원)

요 약

In this paper, acoustic performance of the large-sized room units for ship HVAC system is studied. The 
room unit consists of a rectangular chamber of which inside partitions are covered by absorptive material with 
fabric skin. The room unit has one inlet and three outlets. At the inlet, a plane damper is installed to control 
the flow rate. The acoustic performance of a prototype room unit is measured using a HVAC mock-up. It is 
shown that insertion loss is comparable with that of a commercial room unit, although the prototype gen-
erates more flow noise than the commercial product. The major source of flow noise is analyzed by 
NADS-R, the noise analysis program for room unit. In order to reduce the flow noise, cone-shaped dampers 
are inserted into the room unit. It is shown that the cone-shaped damper decreases flow noise remarkably.

Keywords : Room unit (룸 유니트), HVAC noise (HVAC 소음), Cone-shaped damper (콘 형상의 댐퍼) 

1. 서 론
크루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선의 경우 저소음화된 장비가 탑

재될 뿐만 아니라, 장비소음에 대해서도 방음/방진 대책이 적용
되기 때문에 선실 소음은 HVA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낮은 선실소음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HVAC 소음 저감조
치들이 매우 중요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2010). 크루즈
선과 같은 고급 선박의 객실에서는 개별 선실의 HVAC 유량을 자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룸 유니트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
형 공간이나 다수의 선실을 하나의 유니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출구를 가진 룸 유니트를 사용한다.

 룸 유니트의 저소음화 설계는 룸 유니트의 삽입손실 향상과 
더불어 유동소음(내부 유동에 의한 유체기인 소음) 저감에 초점
이 맞춰져 이뤄지고 있는데, 선박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압력강하
량 이하로 유지한 상태에서 삽입손실 증가를 얻을 수 있는 설계
가 필요하다(Kim et al, 2011). 또한 유동소음은 내부 유동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대용량 룸 유니트의 경우 유량
증가에 의한 유동소음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감할 수 있
는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출구를 가진 저소음 대용량 룸 유니트 
개발과정에서 주요 내부요소들을 설계하고, 소음성능의 측정/평
가가 목적으로 개발품 소음성능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
재 사용되고 있는 해외제품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2. 기존 룸 유니트 성능비교

Fig. 1 A schematic structure of a room unit with 3 outlets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입구와 3개의 출구를 가진 룸 유니트를 

고려하였다. 대상 룸 유니트는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입구에 
유량조절을 위한 평면 댐퍼와 공기 온도 조절을 위한 내부코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표면에는 스킨재가 부착된 25mm 두께의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다.

사전 연구(Kim et al, 2011)를 통하여 대상 룸 유니트 기본구
조의 삽입손실은 해외 제품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다. 기본구조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한 후 HVAC Mock-up을 이
용하여 삽입손실과 대상 룸 유니트의 최대 유량인 1050 CMH, 
900 CMH, 그리고 600 CMH의 유량이 흐를 때 잔향실내에서의 
유동소음을 측정하였다. Fig. 2는 룸 유니트의 삽입손실을 해외
제품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비교된 해외제품은 대상 
룸 유니트과 유사 사양의 제품으로 그 구조는 Fig. 3과 같다. 
Fig. 2에서 두 룸 유니트의 삽입손실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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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sertion loss of room units: the room unit A 
represents the prototype in Fig.1 and the room unit 
B is a commercial product in Fig. 3.

Fig. 3 A schematic structure of a commercially available 
room unit for cruise ships

반면, 두 룸 유니트의 유동소음을 보여주고 있는 Fig. 4에서 
대상 룸 유니트(그림에서 Room unit A)의 유동소음이 63 Hz 이
하의 저주파수 영역과 1000 ~ 4000 Hz 주파수영역에서 해외제
품(그림에서 Room unit B)에 비하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 룸 유니트의 유동소음 성능개선을 위하여 유동소음 
저감을 위한 내부요소 변경을 수행하였다.

3. 저소음 룸유니트 설계
유동소음에 대한 주요 소음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 룸 유

니트 기본구조의 유동소음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성능해석에는 
기존의 HVAC 소음해석방법(NEBB, 1994)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룸 유니트 내부구조를 기존의 HVAC 요소(댐퍼, 챔버, 직
관 등)의 조합으로 모델링하여 표현하였다. Fig. 5는 해석에 사용

된 근사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주요 요소의 유동소음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댐퍼(Fig. 5에서 첫 번째 요
소)에서의 유동소음이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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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900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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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00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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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noise of room units: the room unit A 
represents the prototype in Fig.1 and the room unit 
B is a commercial product in Fig. 3.

내부유동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유동해석 프
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룸 유니트 내부의 유동장을 해석
하였다. Fig. 7은 해석된 내부 유속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림에서 댐퍼부근에서 가장 큰 유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댐퍼 전단면에서 유속증가에 따른 유동소음 증가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유동소음 저감을 위한 댐퍼의 형상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8에 제시된 2가지 형상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
였으며, 최적의 댐퍼를 찾기 위하여 각 형상에 대해 4가지 길이



(Fig. 8에서 D)의 시제품을 제작한 후 유동소음을 측정 비교하였
다. Fig. 9는 각 형상의 댐퍼 시제품이 룸 유니트 내부에 설치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A simple model of the room unit for noise 
performanc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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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flow noise between inner elements of 
the room unit

Fig. 7 Velocity distribution in the room unit

Fig. 8 Two types of damper shape designed for flow noise 
reduction

(a) Sphere-shaped damper

(b) Cone-shaped damper
Fig. 9 Installation of each type of damper

Fig. 10은 각 형상의 댐퍼 시제품을 룸 유니트에 설치한 후 측
정한 유동소음과 기존 댐퍼가 설치되었을 경우 유동소음과의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SXX 및 CXX는 각각 sphere와 cone  
형상 댐퍼를 의미하며 XX는 길이(mm)를 나타낸다. Fig. 
10(a)에서 구형 댐퍼 D=50 mm인 경우(그림에서 S50) 기존 댐퍼
가 설치된 경우보다 오히려 증가(그림에서 양수값)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댐퍼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대체적으로 유동소음이 
점차 감소하다가 D=80 mm(S80의 경우)의 경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10(b)의 원뿔형 댐퍼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원뿔형 D=70 mm (Fig. 10에서 C70)인 경우 기존 
댐퍼에 비하여 유동소음이 약 2dB(A)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 
11은 C70 댐퍼가 룸 유니트에 부착되었을 경우의 유동소음을 해
외제품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63 Hz이하의 저주
파수 영역과 8 kHz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파수에서 유동소음이 
해외제품에 비하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C70 댐퍼가 부착된 룸 
유니트의 경우 해외제품에 비해 최대 유량인 1050 CMH에서 2 
dB(A), 가장 많이 사용되는 600 CMH에서는 5 dB(A) 낮은 유동
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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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here-shaped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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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e-shaped damper

Fig. 10 Difference of flow nose level between new 
dampers and original damper. 

4. 결 론
원형과 원뿔형 댐퍼에 대한 유동소음을 측정한 결과 원뿔형 

댐퍼가 더 낮은 유동소음을 보였으며, 댐퍼길이에 따라 유동소음
도 변화하였다. 낮은 유동소음을 얻기 위한 최적의 댐퍼길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70 mm 원뿔형 댐퍼의 경우 최대 5 dB(A)
의 유동소음 저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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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00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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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low noise reduction of the room unit where a C70 
type damper is installed: the room unit A 
represents the prototype with C70 type damper 
and the room unit B is a commercial one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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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HVAC 통합 해석 프로그램 개발 
 

천승현(대우조선해양), 공영모(대우조선해양), 김노성(대우조선해양) 
 

 

요 약 
 

Many company and organization have developed the programs to calculate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noise and the results of calculation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because of same references(NEBB, SMACNA etc.) 

Duct pressure loss and required air volume are basic items to determine the noise source.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program to
calculate duct pressure loss and air volume which are based on ISO 7547, ASHRAE and SMACNA.  

In calculating HVAC noise, much time is required to model duct system. We, therefore, developed automatic duct modeling program.
 
Keywords : HVAC(공기조화), Heat load(열부하), Duct pressure loss(덕트압력손실), HVAC system noise(공기조화 소음)  
 

1. 서 론 
 
최근 국내 조선 업계에서도 해양특수선, 크루즈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크루즈선의 경우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시스템이 다른 어느 선박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선박의 
HVAC 시스템 장치는 승객과 승무원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쾌적함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선박의 근대화에 따라 승무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HVAC시스템 장비는 일반상선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HVAC 시스템장치의 설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풍부한 
경험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력을 필요로 하며, 선박 외의 장비, 
예를 들면 생활공간의 방열, 모든 room의 장비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HVAC 시스템 장치의 
설계 및 계산은 조선소 외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선소에 따라서는 실제로 계획하고 계산하려 하여도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일반적인 HVAC 시스템 설계 항목으로는 각 room별 
열부하(Heat Load), 각 덕트의 압력손실(Pressure Loss), 각 
room별 소음해석 등이 있다. 현재 이러한 설계를 대부분 
Vendor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소에서는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각 정보의 적기 확보 및 정확성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VAC 시스템설계의 기본요소인 열부하, 
덕트압력손실 및 덕트와room의 소음해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하였다. 
개발한 통합형 HVAC 소음해석 프로그램은 덕트 

설계프로그램인 Tribon에서 작성한 도면의 정보를 직접 

입력받아 덕트망을 구현함으로써, 덕트 압력손실 및 덕트와 

Room의 소음해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열부하 계산 프로그램 

 
열부하(공조부하)란 공조대상 공간의 설계조건으로 규정된 

실내 온,습도 조건이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부하로 냉방을 
위해 제거해야만 하는 열량을 냉방부하, 난방을 위해 실내에 
공급해야 하는 열량을 난방부하라 한다. 이 공조부하의 크기나 
변동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조방식이나 공조설비 기기나 덕트 및 
배관 등의 용량, 치수 등이 결정된다. 

IS0 7547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manual로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2.1 열부하 계산 기본자료 입력 

General Arrangement(GA) 및 Accom. Plan 등의 도면에서 
각 room의 치수(가로, 세로, 높이) 및 거주인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POS에 명기되어 있는 최소 환기 횟수, 
여름, 겨울철 외기 온도 및 유지해야 하는 실내 온도 정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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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력정보가 된다.  
또한 각 room의 벽 및 창문을 통한 열전달 계산을 수행하고, 

태양 복사열 영향, 조명기구, 일반 전기 장비 등의 영향을 
계산한다. 

 

 
Fig. 1 Data Input (Room 크기 등) 

   

Fig. 2 Data Input (열전달 계수 등) 

   

Fig. 3 Data Input (태양 복사열 등) 

2.2 열부하 계산 결과 출력 
각 Room에 대한 계산 결과를 fig.4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Fig. 4 Output Display Screen 

2.3 결과 검증 
특정 호선에 대한 열부하계산을 수행하였으며, vendor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였다. 공통적으로 ISO 7547을 적용해서 
계산하였기에 차이가 없었다.   

 
3. 덕트망 자동 모델링 

 
시스템 단위로 설계되어 있는 Ventilation 모델로부터 송풍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덕트 압력손실 계산을 위해서는 덕트간의 
상호 연결 정보와 덕트의 크기, 길이 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Ventilation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덕트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서 도면에 Index를 표기하여 쉽게 
엑셀자료의 덕트와 도면의 덕트 Index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면의 덕트 Index와 엑셀의 덕트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개발하게 되었다. Fig.5에 덕트정보를 import한 
엑셀파일을 나타내었다.  

 

 
Fig. 5 Duct information(Excel file) 

4. 덕트 압력 손실 
(Duct Pressure Loss)계산 프로그램 

 
덕트 압력 손실이란 덕트내의 공기속도와 덕트형상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 또는 와류에 의한 압력손실을 말한다. 
덕트시스템 관점에서 덕트압력손실은 정압(Static Pressure) 
또는 전압(Total Pressure)으로 계산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압계산법이 이용된다. 



ASHRAE 및 SMACNA 등의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덕트 
압력 손실계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데이터를 구성하였다. 

 
4.1 압력 손실 계산 

우선 Tribon Pipe 모듈에서 생성한 덕트정보 파일(Fig.6)을 
Import하고 Align시킨다. 각 덕트요소의 종류, 시점과 종점 좌표, 
크기 등이 정보 파일에 나타나 있다.  

 

 
Fig. 6 Duct Information (Excel File) 

각 덕트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Align시키면 Fig.7 과 같이 
일련의 덕트형상이 나타난다.  

 

 
Fig. 7 Duct Align 

풍량 정보를 입력하면 Fig.8 과 같이 각각의 덕트 끝단까지의 
압력 손실값이 계산된다. 

 

 

Fig. 8 Duct Pressure Loss 

4.2 프로그램 검증 
특정호선에 대한 덕트 모델의 정보를 이용하여 덕트 

압력손실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모델은 Fig.9와 같으며, 총 
5개의 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되는 유량은 1500m3/h 
이며, 각 Line별로 300m3/h의 유량이 전달되며, 덕트 압력손실 
해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ig. 9 3D Display of duct component 

Table 1 Analysis Result of Pressure Drop 

 
 
Table 1의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 결과와 Vendor에서 

계산한 결과가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엘보우 등의 반지름, 
마찰손실 적용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5. HVAC 소음 해석 

 
5.1 소음 해석 

각각의 덕트에 대해 HVAC 소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 room에서의 소음 level 을 해석하였다. 덕트 압력 
손실해석시 사용한 덕트배치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덕트 
전단에 팬의 소음을 입력시키고 덕트 끝단이 연결되는 room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각 HVAC 덕트 요소에 대한 소음level 뿐만 아니라 각 
room에서의 소음level에 대해서도 계산하였다. 각 room에서의 
소음은 프로그램의 Dialog(Fig.9)에서 뿐만 아니라 
엑셀파일(Fig.10)로 변환가능하다.  

 

Fig. 10 HVAC Noise Result (Dialog) 



 
Fig. 11 HVAC Noise Result (Excel File) 

또한 각 HVAC 덕트요소들에 대한 소음level을 나타내어, 
실제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덕트요소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Total 소음뿐만 아니라 각 주파수별 소음레벨도 확인 가능하다.  

 

 

Fig. 12 HVAC Noise Analysis Result in Duct 

5.2 프로그램 검증 
본 해석구역에 대해서는 vendor로부터 모든 room에 대해 

HVAC 소음해석 결과를 받지 않고 가장 문제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 room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접수하였다.  

 Fig.13은 특정호선에 대한 vendor 결과(41.2 dB(A))로서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결과(42.1 dB(A))와 거의 유사하였다. 

 
Fig. 13 HVAC Noise Analysis Result 

 
6. 결론 

 
크루즈를 포함한 해양특수선 및 일반상선에 있어 

HVAC시스템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HVAC시스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VAC시스템 설계항목으로는 열부하계산, D&ID 작성, 덕트 

압력 손실 계산 및 HVAC 소음 해석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vendor에서 수행하고 있기에 조선소의 
역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HVAC시스템 설계항목인 열부하, 
덕트압력손실 및 HVAC 소음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HVAC 
통합해석 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호선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HVAC 시스템 설계초기에는 Spec. 및 GA 등을 이용하여 각 
room에 필요한 풍량 및 장비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열부하 
계산을 수행하였다. 관련된 규격인 ISO 7547을 계산 기반으로 
하였기에, vendor 데이터와 차이가 없었다.  

덕트압력손실 및 HVAC 소음해석을 위해 3-D ISO 도면을 
작성하였다. D&ID와는 달리 Pipe 및 여타 구조 부재와의 간섭을 
체크하며 작성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Tribon Pipe 
모듈에서 해석수행예정인 덕트의 정보를 엑셀파일형태로 
변환시켰다.  

개발프로그램에서 변환된 덕트정보 파일을 import하여 
덕트압력손실 및 HVAC 소음해석을 수행하였다. 
덕트압력손실값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분지관에서 가장 높은 압력손실값을 나타내었으며, 덕트 
압력손실계수의 영향 및 덕트길이 영향으로 인해 이 같은 
경향이 발생하였다. 계산 결과를 Vendor 자료와 비교 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HVAC 소음은 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분지관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분지관에서 가장 낮았다. 
소음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음이 가장 높게 계측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복잡/다양한 형태의 HVAC 시스템에 대해 vendor의 
검증되지 않은 기존 경험식 적용에 따른 한계 및 hull 덕트 등과 
같은 특수한 덕트 배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부재에 따라 
신속/정확한 HVAC시스템 설계가 난해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표적인 덕트 및 복잡/다양한 형태의 HVAC 
시스템에 대한 mock-up 테스트를 통해 HVAC 시스템의 
압력손실 및 소음해석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CFD해석을 수행하고 테스트 자료와 비교 검증함으로써 해석의 
정도, 기법 및 환기 성능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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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paper deals with accuracy of accumulated fatigue damage estimation using stochastic fatigue analysis method

based on Rayleigh PDF. From full scale measurement data on an 8100TEU container vessel, zero-order spectral moments 
for wave- and vibration-induced power spectral densities are determined on the probability level of 99%. 80 simulation
cases in total are prepared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ratio of zero-order spectral moments and center frequency of 
vibration PSD. By using 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 and rainflow cycle counting for the combined PSD of wave and
vibration, exact fatigue damages are derived. Fatigue damages in frequency domain based on Rayleigh PDF show large
conservativeness compared to exact fatigue damages in times domain. The main cause of the excessive conservativeness is 
analyzed by two aspects: ratio of zero crossing and peak frequencies and ratio of initial zero order spectral moments and
zero order spectral moments from rainflow stress range distributions. Finally, a guideline of applicability of Rayleigh PDF is 
proposed for wide band processes. 
 
Keywords: Rayleigh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 레일리 PDF), Power spectral density(PSD, 스펙트럼), Rainflow cycle counting (RFC, 
레인플로우 집계), Invserse Fourier transformation(역푸리에 변환), Wave process(파랑 프로세스), Vibration process(진동 프로세스), Combined 
process(조합 프로세스), Wide band process(광대역 프로세스), Narrow band process(협대역 프로세스) 
 

1. 서 론 
 
해양플랜트의 피로 설계는 선주 시방서(owner's 

specifications) 또는 선급 규칙(classification rules)에 의존하지 

않고, 피로 하중을 동유체력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하여, 유한
요소모델에 적용하는 직접하중해석법(DLA, direct load 

analyses)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반면 선박의 경우 기본 설계 

단계에서 보로 이상화된 단면의 굽힘 응력과 장기 와이블 분포
(long term Weibull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근사적이면서도 보
수적인 피로 설계가 수행된다.  

그러나 선박의 경우에도 최근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와 함
께 DLA에 기반한 피로 해석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선의 경우, 즉 군함 또는 해경 경비정 등의 경우 DLA에 기
반한 피로 설계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DLA에 기반한 피로해석법을 통상 통계적 피로해석법이라고 

지칭한다. 불규칙한 파랑하중으로부터 누적 피로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파랑 또는 파랑으로 인한 응력진폭(또는 응력범위)

에 대한 확률적 또는 통계적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측된 파면의 높이(wave 

elevation)는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나타낸다고 알려

져 있으며, 따라서 불규칙 정규 프로세스(Gaussian random 

process)라 불린다. 그러나 파고의 분포 또는 파랑으로 인한 

응력범위의 분포는 레일리 분포(Rayleigh distribution)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가 누적되는 현상이 응력 이력의 함수
라면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응력범위 반복수
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통계적 피로해석법
은 기본적으로 레일리 분포를 따르는 응력범위를 사용한다. 단 

수개월-수년 이상 매우 장기간 계측된 응력범위는 와이블 분포
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sam.Stofat, Sacs, Ansys.Asas와 같은 현존하는 상용 또
는 준상용 소프트웨어는 피로해석코드를 내장하고 있는데, 해
양파로 인한 해양구조물의 피로해석을 위하여 응력범위의 분포
를 레일리 분포로 가정하여 개발되었다. 선급을 비롯한 기관에
서 개발한 각종 표준서도 레일리 분포를 가정한 프로시져를 제
시하고 있다(DNV 2010a; DNV 2010b; API 2008). 국내 각 조선
소에서도 인하우스(in-house) 통계적 피로해석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현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기본적으로 레일리 

분포를 가정한다 (Choung, et al. 2007; Choung, et al. 2008).  

사실 파도의 주파수가 비교적 협대역(narrow band)인 
경우에는 레일리 분포가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제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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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지만, 초대형화된 컨테이너선의 2절 진동 또는 현수선 
계류(catenary mooring) 시스템을 가지는 해양플랜트의 저주기 
운동 등은 파랑의 주파수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 주파수를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특징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가진 
주파수대역에서 벗어난 응답 주파수대에서 별도의 높은 응답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반면 서아프리카 해안에 설치된 
해양 플랜트의 경우, 완전히 상이한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너울과 파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 주파수도 넓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응답의 특징은 주파수대가 비교적 
넓다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리 분포를 신뢰할 수 
있는 광대역성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PSD의 형상 및 크기 

2.1 대상 선박 
주파수 영역 통계적 피로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중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1단계, 도출된 하중으로부터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2단계, 마지막으로 구조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응력을 
이용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하는 3단계로 나누어 진다. 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표현하자면, 1단계에서 운동해석에서 파랑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정의하고 하중응답 RAO(force 
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도출하고, 2단계에서 구조해석
을 통한 응력 RAO와 응력 PSD를 도출한 후, 3단계에서 주파
수 영역 피로해석법을 이용한 누적 피로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3단계에서 수행되는 과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주파수 영역 피로해석의 정확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실선에서 발생하는 응력 PSD의 분포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적 피로해석법의 근간이 되는 주파
수 영역 피로해석법의 기본이론이 다음 장에서 고찰될 것이다. 

실선에서 발생하는 응력 PSD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실선 계측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하여 도출이 매우 용이하지만, 

포텐셜 이론(potential theory)에 기반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다봉형(multi-peak or multi-modal) 응력 PSD를 도출하
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즉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부유
체를 강체로 가정하기 때문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스프링잉
(springing) 또는 휘핑(whipping)과 같은 2절 자유진동 응답에 

대한 PSD를 도출할 수 없다. 반면 저주기 현수선 계류력 응답
으로 인한 PSD등은 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실선 계측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로부터 PSD의 형상 및 크기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로이드 선급 (Bakkers, et al., 2011)은 삼성중공업에서 2005년 
건조한 8100TEU 컨테이너선에 선체 응력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실시간 계측을 실시한 바 있다. 대상 선박의 
기본 치수는 Table 1과 같으며, 선박은 계측기간 동안 
벨기에-Antwerp에서 중국-홍콩을 운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에 보인 바와 같이 6개의 LBSG(long-based 
strain gage)를 선체에 부착하여 종굽힘, 횡굽힘, 비틀림 
모멘트를 계측하였으며, 이로부터 선체 단면 특성치를 이용하여 
응력성분으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이 응력성분은 응력집중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Table 1 Principle dimensions of 8100TEU container carrier 

item Dimensions in meter 
Length over all ( ) 334.0 

Length bet. perpendiculars ( ) 319.0 
Breadth moulded ( ) 42.8 
Depth moulded ( ) 24.6 
Draft design ( ) 13.0 

Draft scantling ( ) 14.5 
 
 

 
Figure 1 LBSG locations for hull girder stress measurement 
(Bakkers, et al., 2011) 

 

2.2 PSD의 크기 

 

본 논문에서는 대상선박의 7항차동안 20분 단위로 계측된 

24166개의 데이터 즉 약 336일(8,055시간)의 계측데이터를 바
탕으로 각 20분 데이터에 대한 (0차 PSD 모멘트, 

zero-order PSD moment)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차 PSD 모
멘트( )는 식 (1)과 같다. 

이 선박을 대상으로 약 1년간의  계측결과를 와이블 분포
로가정하였으며, 파랑으로 인한 0차 PSD 모멘트( , )와 선체 

진동으로 인한 0차 PSD 모멘트( , )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Figure 2에 돗수분포와 예측한 와이블 분포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때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누적확률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 CDF)는 식 

(2) 및 식 (3)과 같다. 

 



  (1)

  (2)

 1 exp  (3)

 파주파수 (rad/s) 
 단면 PSD(one sided PSD) 

 와이블 분포의 형상모수 
 와이블 분포의 척도모수 
 

 
(a) ,  

 
(b) ,  

Figure 2 Weibull distributions of zero-order PSD moment for 
wave and vibration processes; abscissa and ordinate imply  
and PDF. 

 

와이블 분포는 장기간 계측된 0차 PSD 모멘트를 잘 표현하
고 있음을 Figure 2의 관찰로부터 알 수 있으며, 와이블 분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포(와이블분포, 정규분포, 레일리분포, 지
수분포, 베타분포)에 대한 Anderson-Darling 검정을 실시한 결
과 와이블 분포에 대한 Anderson-Darling 통계치( )가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와이블 분포를 가정한 각각 프
로세스의 모수 및 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
에 대한 와이블 분포 다음으로 양호한 를 나타낸 분포는 베
타분포였으며, 732.82를 나타내었다. 식 (4)는 를 도출하기 

위한 공식을 나타낸다. 

 

Table 2 Weibull parameters for ,  and ,  
 , (MPa ) , (MPa ) 
 0.47984 0.62066 
 4.0703 1.5751 
 422.41 305.01 

 1 2 1 ln , ln 1 ,  (4)
 
Table 2 및 식 (2)-(3)을 이용하여 99% 확률수준에 대한 파

랑과 진동 프로세스의 기대치는 대략 100MPa  및 20MPa 정
도이다. 선체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집중계수를 2.0정도
(Storhaug, et al., 2010a; Storhaug, et al., 2010a)로 감안하면, 
200 MPa  및 40 MPa 정도로 추산된다. 

 
2.3 PSD의 형상 
 
PSD의 크기를 나타내는 0차 PSD 모멘트 뿐만 아니라, PSD

의형상은 누적 피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JONSWAP 파랑 PSD의 첨도계수(peakness parameter)가 증
가함에 따라 0차 PSD 모멘트가 변동적이지는 않지만 누적 피
로가 크게 산정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통상 파랑 주파수의 
최대 범위로서 0.01-0.4Hz를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에너
지가 가시화되는 주파수대를 파랑 주파수로 결정하였다. 즉 파
랑 주파수의 범위를 0.05-0.2Hz ( , , =0.15Hz)
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진동 프로세스의 주파수 범위(, , )는 0.1Hz의 비교적 협대역으로 가정하였다(Figure 

3를 참조하되 Figure 3에는 원주파수 (rad/s)로 표현하였음). 
선체의 2절 고유진동수에 따라 진동 프로세스의 주파수 대역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파랑의 주파수 범
위보다 진동의 주파수 범위가 협대역인 것은 여러 문헌으로부
터 발견된다(Heggelund, et al., 2011; Koo, et al., 2011).  

Park, et al.(2011) 및 Benasciutti and Tovo(2007)는 PSD의 
형상을 직사각형으로 가정하여, 광대역 피로 추정모델의 정확
도를 논의한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형상과 매우 유사한 
이등변삼각형의 PSD를 가정하였으며, 이를 Figure 3에 나타내
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랑에 의한 응력 PSD를 나타내는 좌
측 PSD는 범위( )와 주파수가 고정되었으며, 진동에 의한 
응력 PSD를 나타내는 우측 작은 PSD의 범위( )를 고정하고 
주파수 위치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Table 3 참조). 
진동 PSD의 중간 주파수( ,  또는 , )를 0.05Hz씩 이동하여 
16개의 케이스가 생성되었다. 또한 0차 모멘트의 비( )를 
0.2(40/200)에서 5.0(200/40)으로 5가지 케이스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Table 3으로부터 생성된 시뮬레이션 케이스는 총 80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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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dealized two PSDs for wave and vibration processes 

 
Table 3 Properties of PSDs 

 Value , ,  (rad/s) 2π 0.15 ,  (rad/s) 2π 0.15 ,  (MPa ) Max.200 & Min 40 , ,  (rad/s) 2π 0.10 ,  (rad/s) 2π 0.25~1.00  by 2π  0.05 ,  (MPa ) Max.200 & Min 40 , / ,  0.2, 0.5, 1.0, 2.0, 5.0 
 

3. 비교 및 검증 
 

3.1 통계적 피로해석법의 검토 
 

식 (5)에 보인 Palmgren-Miner의 선형피로누적법칙에 의하
면, 응력범위의 크기를 개로 나누어 각 응력범위에 상응하는 

돗수분포의 반복수(응력범위의 반복수)와 그 응력에 상응하는 

수명의 비의 합을 피로로 정의하였다. 식 (6)에 보인 S-N선도
를 식 (5)에 대입하고, 돗수분포가 아닌 연속형 확률밀도함수
( ∆ )로 정의하면, 누적피로 는 식 (7)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5)

 log log log ∆  (6)

 ∆ · ∆ · ∆  (7)
 누적 피로도 
 수명 
 응력범위의 반복수  &  S-N선도 재료상수 
 

통상 규칙 또는 불규칙 프로세스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응력

범위의 반복수는 피크 주파수(peak frequency, )와 응력범위
를 경험하는 기간( )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식 (8) 참조). 파
랑으로 인한 응력범위의 PSD(이하 파랑 PSD로 통칭)는 비교
적 주파수 범위가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좁아질수록 피크 

주파수와 영점교차 주파수(zero crossing frequency, )는 점점 

같아진다. 따라서 식 (8)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8)

∆ · ∆ · ∆  (9)
 

단기간 동안 계측된 파랑으로 인한 응력범위의 분포는 식 

(10)에 보인 레일리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 

(10)을 식 (9)에 대입한 후 적분을 수행하면,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누적피로 공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S-N선도
가 이중선형(bilinear)이라면, 해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바뀐
다. 

 ∆ ∆4 exp ∆8  (10)
 

프로세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점교차 주파수와 피
크 주파수는 각각 식 (11)과 식 (12)를 이용하여 도출이 가능하
다. 두가지 주파수를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광대역성을 다각도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식 (13)에 보인 바와 같이, 영점교차 주
파수와 피크 주파수의 비가 0에 근접한다면 광대역이며, 1에 근
접한다면 협대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를 불규칙 계수
(irregularity factor) 또는 밴드폭 계수(bandwidth parameter)라
고 부른다. 식 (14)에 보인 차의 PSD 모멘트를 이용하여 영점
교차 주파수 및 피크 주파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1차 또는 

2차 밴드폭 계수 즉  및 도 밴드폭을 표현하기 위하여 많
이 사용되는 계수이다. 반면 식 (15)는 Vanmarcke (1972)에 의
하여 제시된 밴드폭 계수로서 통상 Vanmarcke 계수라고 불린
다. Vanmarcke 계수 는 과 달리 협대역일 경우 0에 근접하
고 광대역일 경우 1에 가까워진다. 

 12  (11)

12  (12)

 (13)

 (14)

Stress PSD

1 1

1 1

fixed spectrum

movable spectrum



 1 1  (15)

 

3.2 시간영역 누적피로 산출 
 

통상 역푸리에 변환 (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을 이용
하여 PSD를 시간영역 데이터로 변환하며, 식 (16)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응력 PSD는 응력범위의 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영역으로 변환시 충분히 긴 시간
을 충분히 작은 시간 간격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Δ 2 cos  (16)

 

단기 해상상태 (파랑의 단기상태)는 최소 2-3시간 이상의 데
이터에 대하여 정상성(stationarity)과 에르고드성(ergodicity)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정성성과 에
르고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시간에 대한 역푸리에 변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파랑 가진으로 인한 진동 PSD 

(이하 진동 PSD로 통칭)의 최대 주파수는 , 이며, 이의 최대
치는 1.05Hz이다(Table 3 참조). 따라서 예측 할 수 있는 최소 

주기는 대략 1초 정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0.1초를 역푸리에 변
환을 위한 시간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1초정도의 주기를 

가지는 응력범위 정현파를 대략 10등분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이
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충분히 작은 시간 간격이다. 또한 PSD를 

등분하기 위한 최소 주파수를 0.001rad/s으로 매우 작게 설정
하여 PSD의 변곡점 또는 최대치를 간과하지 않을 수 있었다. 

Figure 4는  비( )를 0.2로 고정하고 진동 PSD를 좌우
로 이동시키면서 역푸리에 변환을 실시하여 얻은 시간영역 응
력이력을 나타낸다. 진동 PSD가 비교적 파랑 PSD에 근접할 

경우( , =0.25Hz)에는 확실히 협대역의 특성이 나타나지만, , =1.00Hz인 경우에는 고주기 진동 신호가 파랑 신호에 중첩
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 Comparison of time signals 

 

Figure 4에 보인 불규칙 시간영역 데이터로부터 응력범위를 

추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RFC(레인플로우 집계법, 

rainflow cycle counting)를 이용하였다. RFC는 ASTM(1997)이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RFC를 이용하여 집계된 응력범위를 

S-N선도에 대입하여 해당 응력범위에 대한 수명을 도출하고 

식 (5)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 수명을 도출하였다. 이때 S-N

선도는 DNV(2010)가 제시한 핫스폿 응력(hotspot stress)에 기
반한 S-N선도 재료 상수를 적용하였다. 즉 식 (6)의 재료상수
는 다음과 같은 이중선형을 적용하였다. 

- =3 & log =12.164 ( 10 ) 

- =5 & log =15.606 ( 10 ) 

 

 
Figure 5 Fatigue damage distributions in time domain by RFC 

 

Figure 5는 의 변화 및 진동 주파수( , )의 이동에 따른 

30시간 동안의 피로 손상도( )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화살표 방향은 진동 PSD가 파랑 PSD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의
미한다. 진동 PSD가 파랑 PSD로부터 멀어질수록 누적 피로도
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진동 PSD의 0차 PSD 모멘
트( , )가 파랑 PSD의 0차 PSD 모멘트보( , )다 상대적으
로 커질수록 누적 피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파랑 PSD가 고정된 상태에서 진동 PSD가 고주파수로 이동할
수록 응력범위의 반복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
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 증가할수록 누적 

피로가 증가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Figure 

5의 횡축은 파랑 PSD와 진동 PSD의 조합 프로세스(combined 

process)에 대한 Vanmarcke 밴드폭 계수( )를 의미한다. 

 

3.3 레일리 PDF 기반 누적피로 산출 
 

주파수 영역 피로를 산정하기 이전에, 현재 가정한 두 개의 

PSD (파랑 PSD & 진동 PSD)의 각각의 협대역성을 평가해보면, 

두 개 모두 충분히 협대역임을 알 수 있다. 파랑 프로세스의  

및 가 각각 0.13Hz 및 0.14Hz로서, 파랑 PSD는 충분히 협대
0 20 40 60 80 100

Time (s)

-80

-40

0

40

80

St
re

ss
 (M

P
a)

Rm0 =0.2, fv,2=0.25 Hz
Rm0 =0.2, fv,2=1.00 Hz

0.2 0.4 0.6 0.8
qc

1.0x10-3

2.0x10-3

3.0x10-3

4.0x10-3

5.0x10-3

D
R

FC

Rm0=0.2

Rm0=0.5

Rm0=1.0

Rm0=2.0Rm0=5.0



역이다. 또한 진동 PSD에 대한 ,  및 f , 의 관계를 살펴보면, 

Figure 6과 같이 거의 완벽한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오히려 파랑 PSD보다 더욱 협대역임으로 간주될 수 있
다. 이는 파랑 PSD 및 진동 PSD의 Vanmarcke 밴드폭 계수를 

살펴보아도, 더욱 명확해진다. 즉 파랑과 진동의 경우 

Vanmarcke 밴드폭 계수는 각각 0.24 및 0.08로서 충분히 협대
역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진동 프로세스가 좀더 협대역이라고 

볼 수 있다. 

 
Figure 6 Comparison of ,  and ,  for =0.2 

 

이러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즉 합쳐질 

경우, 각각의 협대역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Figure 7에 보인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 프로세스의 영점교차 주파수
( , )와 피크 주파수( , )의 비는 단위값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Figure 5에 조합 프로세스에 대
한 Vanmarcke 밴드폭 계수의 분포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Figure 7 Zero-crossing frequency versus peak frequency of 
combined process. 

 

이러한 이유로 레일리 PDF 기반 피로해석법을 이용한 피로
의 산정은 영점교차 주파수와 피크 주파수를 적용한 두가지 경
우에 대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 영점교차 주파수 및 피크 주
파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누적피로 분포를 Vanmarcke 밴드폭 

계수에 따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피크 주파수를 이용하여 

피로를 산정한 경우가 영점교차 주파수를 이용한 경우에 비하
여 피로손상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Vanmarcke 밴드폭 

계수가 커지면, 피크 주파수를 이용한 경우에 보수성이 훨씬 커
짐을 알 수 있다. 

 

 
Figure 8 Fatigue damage distributions by Rayleigh PDF 

 

각각 PSD(파랑, 진동, 조합)로부터 역 푸리에 변환 및 RFC

를 통하여 얻은 응력범위의 분포로부터, 레일리 PDF를 추정해
보면, 이와 같은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을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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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b), (c)는 각각 파랑, 진동, 조합 PSD로부터 도출
한 응력범위의 분포와 이를 다시 레일리 PDF 곡선적합을 통하
여 얻은 레일리 PDF를 동시에 나타낸다. 단 해석 케이스는 지
면 관계상 =0.2 & , =0.25 Hz인 경우에 국한하였다. 진동 

프로세스는 가장 레일리 분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파
랑 프로세스도 비교적 레일리 분포처럼 보인다. 반면, 조합 프
로세스는 레일리 분포로 표현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
여진다. 

 

 
(a) wave process 

 
(b) vibration process 

 
(c) combined process 
Figure 9 Histogram for wave, vibration, and combined 
processes and their Rayleigh distribution fittings 

 

Figure 9로부터 얻은 레일리 PDF의 계수인 0차 PSD 모멘트
를초기치와 비교하면, 레일리 PDF가 얼만큼 광대역 프로세스
의 피로 예측에 적절한지를 관찰할 수 있다. Table 4는 초기에 

지정한 와 곡선적합으로부터 얻은 레일리 PDF로부터 얻은 

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진동 PSD의 경우, 초기치에 거
의 근사하지만, 파랑 PSD는 초기치와 무시하지 못할 차이를 나
타낸다(약 18% 차이). 또한 조합 프로세스는 초기치와 거의 40%

에 육박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광대역 프
로세스에는 레일리 PDF를 이용한 피로 예측이 부정확해지는 

것이다.  

 

Table 4 Comparison of zero-order spectral moments: initial  
 and  by curve fitting of Rayleigh PDF 

 Initial    by curve fitting
Wave process 200.0 164.6 

Vibration process 40.0 39.2 
Combined process 240.0 150.3 
 

이상의 과정으로부터, 계측된 또는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0차 PSD 모멘트를 역변환한 0차 PSD 모멘트가 얼만큼 추종하
는지를 판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조합 프로세
스 (광대역 프로세스)에 레일리 PDF를 이용한 통계적 피로해석
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조합 PSD의 0차 PSD 모멘트를 비교
하여 대략적으로 20%이내의 차이를 보일 경우 사용할 것을 권
장한다. 20%라는 특정한 수치는 좀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지만, Figure 8에서 이 케이스
( =0.2 & , =0.25 Hz)는 상당히 양호한 예측을 보여주는 

경우이므로, 비교적 신뢰성 있는 수치라고 사료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광대역 프로세스로 간주될 수 있
는 PSD는 레일리 PDF보다 좀더 응력범위의 광대역 분포를 추
종할 수 있는 PDF를 사용하던지, 협대역 가정의 보수성을 완화
시킬수 있는 적절한 계수의 사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광대역 보정기법 및 광대역 PDF등의 내용은 본 논문
의 두번째 편에서 다루어 질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광대역 응력의 생성에 기여하는 컨테이너선의 진
동프로세스를 가정하여, 레일리 PDF기반 통계적 피로해석법의 

한계점 및 광대역 프로세스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하여 장기간 실선 응력 계측 데이터로부터 가공된 파
랑 PSD 및 진동 PSD의 0차 PSD 모멘트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이들의 장기분포는 와이블 분포로 표현이 가능함을 제
시하였으며, 와이블 분포의 99% 확률수준에 상응하는 두가지 

PSD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비율을 5가지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체의 강성에 따른 고유진동
수의 변화가 진동 PSD를 결정하기 때문에 16가지의 상대적인 

진동 PSD 이동을 고려하였으며, 총 80개의 시뮬레이션이 수행
되었다. 

레일리 PDF를 이용한 통계적 피로해석법이 광대역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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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적용될 경우의 문제점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가정
한 80개의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대한 역푸리에 변환 및 RFC를 

이용하여 레인플로우 누적 피로를 우선적으로 산정하였다. 80

개의 시뮬레이션 키이스에 대하여 레일리 PDF에 따른 누적 피
로도를 산정한 결과 레일리 PDF는 누적 피로도를 매우 보수적
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레일리 PDF를 광대역 프로세스에 적용할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합 PSD에 대한 0점교차 

주파수 및 피크 주파수를 비교한 결과, 협대역성이 상당히 훼손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합 PSD에 대한 역푸리에 변환 및 

RFC를 이용하여 얻어진 레인플로우 응력범위 분포에 대한 레
일리 PDF곡선 적합을 실시한 결과, 광대역성이 클수록 레인플
로우 응력범위 분포는 레일리 분포로 간주될 수 없슴을 확인하
였다. 최종적으로 조합 SPD에 대한 0차 PSD 모멘트와 역푸리
에 변환 및 RFC를 이용하여 얻어진 레일리 PDF의 0차 PSD 

모멘트를 비교한 결과 20% 내외의 차이를 보일 경우 레일리 

PDF를 사용하여 광대역 피로를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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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잉/휘핑 광대역 응력프로세스에 대한 광대역피로예측모델
비교 

 
정준모(인하대학교), 김경수(인하대학교), 구정본(삼성중공업), 엄항섭(노르웨이선급), 김민수(영국선급), 

심용래(미국선급) 
 

 

요 약 
It is stated that four kinds of wide band models exist: typed of equivalent stress, combined PDF, correction factor, and

damage combination. For the idealized PSDs from full scale measurement data on an 8100TEU container vessel, fatigue
damages are compared for a narrow band prediction model based on Rayleigh PDF and five wide band fatigue prediction
models of Dirlik, Wirsching-Light, Jiao-Moan, Benasciutti and DNV. DNV model consistently overestimates fatigue damages
regardless of variation of PSDs. Predictions by Jiao-Moan model, which is understood as standard method for design of
offshore platforms, are also in conservative side. Best accuracy is found from the results by Dirlik and Benasciutti models,
but Benasciutti model is preferred since it can easily combined with narrow band fatigue damage based on Rayleigh PDF.
 
Keywords: Wide band process (광대역 프로세스), Narrow band process(협대역 프로세스), Dirlik model (Dirlik 모델), Wirsching-Light model
(Wirsching-Light 모델), Jiao-Moan model (Jiao-Moan 모델), Benasciutti model (Benasciutti 모델), DNV model (DNV 모델), Rainflow cycle counting 
(RFC, 레인플로우 집계법), Wave process(파랑 프로세스), Vibration process(진동 프로세스), Combined process(조합 프로세스) 
 

1. 서 론 
 
8100TEU급 실선에 대한 장기 계측 데이터로부터 파랑 및 

진동으로 인한 0차 PSD(power spectral density) 모멘트(0th 

order PSD moment)의 분포가 와이블 분포(Weibull distribution)

를 따름을 규명하였으며, 와이블 분포의 99% 확률수준에 상응
하는 파랑 및 진동 응력 PSD의 크기와 형상을 결정하고, PSD

의 비율을 5가지로 가정하였다. 선체의 길이 방향 강성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16가지의 진동 PSD 주파수 위
치를 가정하여, 총 80개의 수치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80개
의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PSD의 역푸리에 변환 및 레인플로우 

집계법(rainflow cycle counting)을 이용하여 레인플로우 누적 

피로(rainflow fatigue damage)를 정해로 가정하였다. 또한 레
일리 PDF에 따른 누적 피로도를 산정한 결과, 광대역 프로세스
에 레일리 PDF를 적용할 경우, 누적 피로도를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레일리 PDF의 보수성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 조합 PSD에 대한 영점교차 주파수  피크 주파수 

- 조합 PSD에 대한 레인플로우 응력범위 분포  레일리 PDF  

 

결론적으로 조합 PSD에 대한 0차 PSD 모멘트와 역푸리에 

변환 및 RFC를 이용하여 얻어진 레일리 PDF의 0차 PSD 모멘

트를 비교한 결과 20% 이내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 한하여 레
일리 PDF가 광대역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2번째 논문에서는 광대역 프로세스에 적용이 가능한 피로 

예측 모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통상 광대역 

모델은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등가응력형 

- PDF조합형 

- 수정계수형 

- 손상조합형 

 

Choudhury and Dover(1985)는 선형피로누적법칙에 사용될 

등가응력범위(equivalent stress range)를 제안한바 있다. 또한 

Dirlik(1985), Zhao and Baker(1992), Park (2011)은 레일리 

PDF에 대신에 광대역 레인플로우 응력범위 분포를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 PDF제시한바 있다. Wirsching and 

Light(1980), Jiao-Moan(1990), Benasciutti (2004)는 기존의 

레일리 PDF에 근거한 누적피로에 수정계수를 곱하여 광대역 

피로손상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DNV(2010a), 

Guédé, et al.(2010)가 제시한 광대역 피로예측 모델은 파랑 및 

진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예측하고 각각의 피로도에 수정계수를 

곱하고 두개의 피로도를 합한 형태이다. 

Lim, et al.(2010)은 API(2008)에 제시된 광대역 모델 (단순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합산법, 조합 스펙트럼법, Jiao-Moan 수정계수법)을 FPSO 계
류라인에 적용하여 Vanmarcke 밴드폭 계수가 0.3미만일 경우
에 협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API(2008)에 제시된 단순한 형태의 광대역 모델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모델에 대한 피로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
며, 이중선형(bilinear) T-N선도(tension-life diagram)에서의 피
로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또한 Park, et al.(2011)은 가정된 

광대역 PSD에 대한 다양한 광대역 모델을 벤치마킹하였지만, 

PSD의 설정부분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이중선형 

S-N선도(stress-life diagram)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 

Benasciutti and Tovo(2006)는 가정된 다양한 PSD의 형상에 

대하여 Wirsching-Light 수정계수, Dirlik PDF, Zhao-Baker 

PDF, Benasciutti 수정계수 등의 광대역 모델을 이용하여 피로
도 비교를 수행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단선형(single linear) 

S-N선도만을 가정하였고, PSD의 가정 근거가 희박하고, 실제 

PSD를 구현했다고 간주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선해양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5가지 광대역 모델, 즉 
Wirsching-Light, Dirlik, Benasciutti, Jiao-Moan, DNV모델을 
대상으로 광대역 피로예측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광대역 피로 모델 검토 

 

주파수 영역 누적 피로도 일반식 

누적 피로도의 일반식은 식 (1)에 보인 바와 같이 응력범위
의 PDF ( ∆ )를 적분한 형태이다. 이때 응력범위의 분포는 

피크치의 분포와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식 (1)은 

식 (2)처럼 피크 주파수와 가진 기간 (또는 설계 수명)의 곱으
로 표현이 가능하다. 

 

 ∆ · ∆ · ∆  (1)

 ∆ · ∆ · ∆  (2)
* 설명되지 않은 기호는 본 논문의 제1편을 참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선해양 산업분야에서 널리 적용되는 

모델(Wirsching-Light 모델, Jiao-Moan 모델, DNV 모델), 자동
차 산업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Dirlik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연구가 수행된 Benasciutti 모델의 5가지 광대역 

모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Dirlik 모델 

Dirlik(1985)은 새로운 PDF를 이용한 피로 손상도를 식 (3)과 

정의하였다. 식 (3)에서 새로운 독립 변수 는 응력 범위를 2 로 나눈 변수이며, 식 (4)처럼 표현되며, 식 (5)는 식 1개
의 지수 PDF와 2개의 레일리 PDF를 조합한 새로운 PDF를 의

미한다. 식 (5)에 적용된 변수를 식 (6)-(12)에 나타내었다.  

 · ·  (3)

2  (4)

2 22  (5)

 (6)

2 1  (7)

1  (8)1 1  (9)1  (10)1.25  (11)

 (12)
 

Wirsching-Light 모델 

레일리 PDF는 식 (13)과 같으며 식 (13)을 식 (2)에 대입한 

후 협대역을 가정하여 피크 주파수를 영점 교차주 파수로 바꾸
고, 식 (14)와 같은 협대역 피로 손상도를 도출할 수 있다. 협대
역에 기반한 레일리 PDF를 광대역에 적용할 경우, 피로 손상의 

크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Wirsching and Light(1980)

는 협대역 피로 손상도에 계수를 곱하여(식 (15) 참조), 피로 손
상도를 완화시키는 계수를 식 (16)과 같이 제안하였다. 식 (16)

에 사용된 변수를 식 (17)-(18)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Wirsching- Light 광대역 피로 손상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협
대역 피로 손상도의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4 exp ∆8  (13)

∆ · ∆ · ∆  (14)
 (15)

1 1 1  (16)

0.926 0.033  (17)1.587 2.323 (18)
 



Jiao-Moan 모델 

Wirsching-Light과 유사한 형태의 광대역 모델이 Jiao and 

Moan(1990)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본 모델은 현재 노르웨이선
급(Det Norske Veritas)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산업규격(DNV, 

2010a; DNV, 2010b)에 채택되어 설계에 활용되고 있으며, 또
한 미국석유공업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 발간하
는 산업규격(API, 2008)에도 명시되어 있다. Jiao and Moan 모
델은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PSD를 가지는 광대역 프로세스
에 적합하도록 개발이 되었으며, 식 (19)-(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 , 1 ,,  

· , · , Γ 2 12Γ 2 1 ,, ,  

(20)

 , ,  ,  (21)

 , ,,  (22)

 , ,,  (23)

 , 12 ,,  (24)

 , , , 1 ,, ,,   (25)

 

Benasciutti 모델 

수식의 형태만으로 보자면 Benasciutti 모델은 Jiao-Moan 

또는 Wirsching-Light 모델과 유사하지만, 물리적인 의미가 비
교적 다르다.  

레인플로우 피로 손상도(시간 영역에 대한 레인플로우 사이
클 집계법을 통한 피로 손상도이며, 통상 정해로 간주됨)는 상
한과 하한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레벨 크로스 집계
법(level cross counting)에 의한 피로 손상도를 상한으로 하고, 

응력범위 집계법(range counting)에 의한 피로 손상도를 하한
으로 가정하였다 (식 (26) 참조). 식 (27)과 같이 피로 손상도의 

상한은 협대역 가정에 의한 피로 손상도와 같다고 가정(Rychlik, 

1993)하고, 피로 손상의 하한은 식 (28)과 같은 Madsen et al. 

(1986)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들 관계식을 이용하여 유도된 

광대역 피로 손상도는 식 (29)와 같다. 식 (29)에서 수정계수는 

식 (30)과 같으며, 식 (30)에 사용된 변수를 (31)에 나타내었다. 

 

  (26)

 (27)
 (28)1  (29)1  (30)·1.112 1 exp 2.111 (31)

 

DNV 모델 

이 모델은 계류삭 또는 양강기에 작용하는 저주파수 프로세
스 및 파랑 프로세스의 조합 프로세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
발되었다. 본 모델을 이용한 피로 손상도는 비교적 보수적인 결
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 , , ,  (32)

 

3. 광대역 피로예측 모델 비교 
 

3.1 PSD의 형상 및 크기 
 

본 논문에서 적용된 PSD는 본 논문의 제1편에서 제시된 

PSD와 동일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컨테이너선 실선 계측 데이터로부터 결정된 PSD의 형상 및 

크기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이상화된 PSD로부터 0차 PSD

모멘트를 파랑 및 진동에 대하여 각각 200 MPa 및 40 MPa
로 결정한 후, 이들의 비를 라고 정의하고, 를 0.2, 0.5, 

1.0, 2.0, 5.0의 다섯개 케이스를 고려하였다. 이등변 삼각형 

PSD 적분을 통하여 PSD의 최대치를 결정하였다. Figure 1에는 

가 각각 최소(0.2) 및 최대(5.0)일때를 스케치하여 나타낸
다. 각각의 에 대하여 진동 PSD의 위치에 대한 경우의 수
는 , 를 기준으로 0.25Hz(aftermost)에서 1.00Hz(foremost)

를 까지 0.05Hz 간격으로 16개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총 80개
의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대한 피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케
이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1편 Table 3을 참조하기 

바란다. 

 



 
(a) =0.2 

 
(a) =5.0 
Figure 1 Idealized PSDs for wave and vibration processes 

 

본 논문의 제1편에서는 이와 같은 PSD에 대한 역 푸리에 변
환 → 레인플로우 집계법 → S-N선도 대입 → 선형누적을 통
하여 도출한 레인플로우 피로 손상도를 나타낸바 있다 (Figure 

2 참조). 

 

 
(a) Rainflow fatigue damages 
Figure 2 Fatigue damage distributions 

 

3.2 피로도 비교 분석 
 

위에서 제시된 협대역 모델과 5가지 광대역 모델을 이용하
여 예측된 피로 손상도를 Figure 2의 레인플로우 피로 손상도로 

무차원화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협대역 모델의 경우 조합 

프로세스의 밴드폭 계수 (Vanmarcke parameter for combined 

process, )가 증가함에 따라 피로 손상도를 현저하게 보수적
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과 설명은 본 논
문의 제1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Dirlik 모델은 전반적으로 약간 

낙관적인 피로도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Wirsching-Light 모델은 낙관적인 결과와 보수적인 결과를 동
시에 제시하지만, 광대역성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평가 경향
을 제시한다. Jiao-Moan 모델은 광대역에서 매우 우수한 예측
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PSD가 인접할 경우 (즉 협대역에 근접
할 경우) 그 정확도가 결여되는 경향을 보인다. Benasciutti 모
델은 Dirlik 모델에서 보이던 낙관적인 경향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여지지만 크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Dirlik 모델을 널리 사용하는 편이
다. 그러나 Dirlik 모델은 레일리 PDF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해양 산업계에서 사용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한 단점이 있으며, 현존하는 조선해양 피로해석법에의 이식
성 측면에서 Benasciutti 모델이 권장된다. DNV 모델의 경우, 

조선소에서 그 사용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이봉형 PSD를 가지
는 구조물, 예를 들어 크레인 하부 (pedestal) 또는 플레어 타
워(flare tower) 구조물 설계에 적용되고 있지만, 결과의 보수성
을 감안하여 설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 Ray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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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rlik 

 
(c) Wirsching-Light 

 
(d) Jiao-Moan 

 
(e) Benasciutti 

 
(f) DNV fatigue 
Figure 3 Comparison of wide band models 

 

3.3 응력범위의 피로 기여도 평가 
 

Figure 4는 증가된 응력범위가 피로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응력범위의 발현 확률을 히스토그램으로 같이 

나타내었다. Figure 4의 관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누적 피로
도가 아니라, 응력범위의 증가가 피로에 미치는 영향도와 실제 

응력범위의 발현확률을 동시에 나타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광대역 모델에서, 대략 20MPa이상은 되어야 피로에 기여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략 60MPa이상의 높은 응력의 

발현빈도는 낮아도, 피로에 미치는 기여도가 50%정도로 보여
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를 가지며, 다른 최대치를 가지는 

두개의 PSD를 고려해보자. 응력범위는 최대치가 큰 PSD는 높
은 응력범위를 많이 제공할 것이고, 따라서 피로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응력 PSD로
부터 추정된 레인플로우 응력범위의 최대치가 약 140MPa내외
임을 감안하면, 피로에 기여도가 높은 응력범위는 대략 

60MPa-140MPa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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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응력범위의 증가에 따른 레인플로우 누적피로도
와 광대역 모델을 이용한 누적피로도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레
일리 모델은 두개의 PSD가 서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 피로를 

과대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Jiao-Moan 모델은 두 

개의 PSD가 서로 인접한 경우에 피로를 과대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DNV 모델은 PSD의 위치( , )나 에 관계
없이 낮은 응력범위에서 과도한 피로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Benasciutti 및 Dirlik 모델은 서로 유사한 피로 

기여도 분포를 보여준다. 

DNV 모델은 다양한 광대역 프로세스에 대한 누적 피로도를 

과대 평가하고 있음을 Figure 4 또는 Figure 5로부터 알 수 있
다.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실제 해양플랫폼의 설계시 DNV 모
델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해안처
럼 풍파와 너울의 주파수대역이 상당히 겹치는 경우, DNV 모델
을 사용하여 광대역 효과를 고려한다면, 아주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Jiao-Moan 모델을 적용하
여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DNV (2010a)는 

Jiao-Moan 모델 또는 DNV 모델을 이용하여 광대역 효과를 고
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두 모델의 보수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후에 이를 이용하여 설계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Figure 5 (d)의 경우, 레인플로우 누적 피로도는 다른 모델들
에 의하여 예측된 누적 피로도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 많은 광
대역 모델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정식
화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 고려한 PSD의 비율 또는 분포를 포
함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식화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5.0은 비교적 비현실적인 조건일 가능성이 크다. Figure 3 

(b) 및 (e)에서도 =5.0일 경우 (특히 , 가 큰 경우, 즉 

=5.0 & , =1.0Hz일 경우), Dirlik 또는 Benasciutti 광대역 

모델은 비교적 부정확한 누적 피로도를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스프링잉 문제에서 , 는 , 에 비하여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 프로세스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일반적인 해양플랜트의 계류삭 또는 양강기 인장력 

프로세스도 저주기에 해당하는 표류-복원력 프로세스 가 파
랑 프로세스 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Dirlik과 Benasciutti 모
델은 광대역 모델중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Dirlik 모델의 경우, 현재 조선해양산업계에서 표
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협대역 기반 레일리 PDF를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새로운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인하우스 프로그램에 

별도의 정식화가 필요하다. 또한 Dirlik 모델이 약간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경향도 설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Benasciutti 모델의 경우, Dirlik 모델보다는 비교적 덜 낙
관적이며, 레일리 PDF를 이용한 협대역 피로도에 단순히 계수
를 곱하는 형태를 가지므로, 설계 용도로 적합한 모델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조선해양산업계에서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는 

Jiao-Moan 모델보다 훨씬 이식성이 우수하고 정확도가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다. 

 

 
(a) =0.2 & , =0.2Hz 

 
(b) =0.2 & , =1.0Hz 

 
(c) =5.0 & , =0.2Hz 

 
(d) =5.0 & , =1.0Hz 
Figure 4 Diagram of fatigue damage and rainflow stress range 
distributions along the stres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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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 & , =0.2Hz 

 
(b) =0.2 & , =1.0Hz 

 
(c) =5.0 & , =0.2Hz 

 

(d) =5.0 & , =1.0Hz 
Figure 5 Diagram of accumulated fatigue damage and rainflow 
stress range distributions along the stress range 

 

4. 결 론 
 

컨테이너선의 스프링잉 및 휘핑 프로세스는 파랑으로 인하
여 유기된 응력이 광대역 정규 프로세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
표적인 경우이며,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의 광대역화로 

인한 피로예측 모델의 정확도 및 한계점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제1편에서 적용한 실선계측 0차 

PSD 모멘트로부터예측된 80개의 이상화 PSD를 이용하여, 시
간영역 레인플로우 누적 피로도를 산출하였다. 

공학적으로 유효한 4가지 유형(등가응력형, PDF조합형, 수정
계수형, 손상조합형)의 주파수 영역 광대역 피로예측 모델의 특
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등가응력형을 제외
한 PDF조합형 (Dirlik 모델), 수정계수형(Wirsching-Light 모델, 

Jiao-Moan 모델, Benasciutti 모델), 손상조합형(DNV 모델)의 

수식적 및 물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누적 피로도 분석 결과로부터 Dirlik 모델과 Benasciutti 모델
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Jiao-Moan 모델, 

Wirsching-Light 모델은 주로 보수적 측면에서 누적 피로도를 

예측하였다. 사용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는 DNV 

모델은 가장 정확도가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NV 모델이 가장 보수적으로 누적 피로도를 제시하는 원인
을분석하기 위하여, 응력범위가 누적 피로도에 미치는 기여도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DNV 모델은 낮은 응력범위가 피로도
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Jiao-Moan 모델은 PSD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비교적 협
대역에 가까운 광대역 프로세스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누
적 피로도를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해양 환경 PSD가 중첩된 다봉형 양상을 보이는 해역에 설치
되는 해양 플랫폼에 Jiao-Moan 모델 또는 DNV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계가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Dirlik 모델과 Benasciutti 모델은 전반적인 광대역 

영역에서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Dirlik 모델 보다는 

Benasciutti 모델이 조선소의 설계 관점에서 그 적용성이 우수
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조선해양산업계에서 적용 검토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서는 장기간 실선 계측데이터로부터 스프링잉 

및 휘핑으로 인한 PSD (또는 PSD 모멘트 분포)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PSD 모멘트의 

장기분포를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수명 동안 경험하는 누적 피로도를 설계단계에서 

예측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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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liability-based structural analysis for submarine pressure hull main component ring-stiffened cylinders is presented. 
The ultimate limit state of submarine pressure hull is associated with elasto-plastic collapse in various modes. The collapse 
prediction methods describing the inelastic behavior of ring-stiffened cylindrical shells are reviewed and modeling
uncertainties are quantified with available test data compiled. The reli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for an example pressure hull 
model considering material and geometric uncertainties. It is shown that with probabilistic approach mode interaction and 
overdiving risks can be accounted contrary to deterministic approach in traditional design methodology. With a parametric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sensitivity of failure probability to modeling uncertainties is high. In order to validate the 
conclusions made for the reference model two experimental models are analyzed and a good agreement is found. 
 
Keywords:  Submarine pressure hull; Ring-stiffened cylinder, Reliability analysis, Monte Carlo simulation, Failure probability assessment 
 

1. Introduction 
 
The ring-stiffened cylinders are main components of 

submarine pressure hulls where their collapse is associated 
with various modes of inelastic buckling. The traditional 
analysis and design methodology of these structures is 
deterministic in which collapse modes are treated 
independently using either empirically derived strength 
curves or first yield criteria for the most pessimistic geometry, 
for instance design code PD 5500 which was previously 
published as BS 5500 (BSI, 2009). Although this approach 
is simple and well established it lacks flexibility due to its 
layered conservatism. It is believed that like in the design of 
other buckling-critical shells reliability-based design can 
improve the design of pressure hulls by taking into account 
scattering in strength predictions. The implementation and 
benefits of probabilistic approach on a more rationally 
based strength modeling for pressure hulls is put forward in 
this paper. 

Several attempts have been done so far to implement 
probabilistic approach into design procedure of pressure 
hulls based on strength predictions given in BS 5500. 
Faulkner and Das (1991) made a pilot study evaluated the 
suitability of reliability methods for submarine pressure hulls. 
In later studies (Faulkner, 1991, Pegg, 1995, Morandi, et al., 
1994) it was concluded that the failure associated with 
overall collapse is more likely than the interframe shell 
collapse modes due to large modeling uncertainties and 
conservative estimations, although from the design point of 
view the pressure hull scantlings are selected such that 
interframe shell collapse precedes overall collapse as 
external pressure increases. Using the modeling factors 
quantified in above mentioned studies, a reliability analysis is 
done by Das (1998) for a sample submarine pressure hull 
showed that probability of failure shows a great sensitivity to 
modeling uncertainties rather than geometrical and material 
randomness. These studies clearly emphasized that there is 
an obvious need for improved strength modeling to use in 
reliability-based design approach for subma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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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presented in this paper is aimed to do reliability 
analysis of externally pressurized ring-stiffened cylinders 
based strength prediction methods developed in David 
Taylor Model Basin (DTMB) (Pulos, 1963). These methods 
developed based on inelastic behavior of ring-stiffened 
cylindrical shells has been partly adapted by Germanischer 
Lloyd (GL) (2009) for deterministic design of submarines 
and submersibles pressure hulls. The bias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each collapse mode prediction is derived using 
the available experimental data published by DTMB. Since 
evaluation of collapse pressures requires an iterative 
procedure, failure probabilities are calculated by Monte 
Carlo Simulation with Latin Hypercube Sampling to reduce 
the required sample number. A reference model 
representing realistic submarine pressure hull geometries is 
analyzed. Failure properties are obtained as function of 
external pressure. By chang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each modeling uncertainty factor sensitivity analysis is done. 
Finally two experimental models are used to validate 
probabilistic approach and conclusions made for reference 
model. 
 

2. Ultimate Strength Modeling 
 

Collapse of ring-stiffened cylinders under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can be precipitated by any or 
combination of three basic modes. These three modes can 
be also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First two modes are 
called interframe shell collapse modes where the collapse 
occurs between adjacent stiffeners. Buckling can be either 
axisymmetric where collapse mode is characterized by an 
accordion-type pleat which may or may not extend around 
the periphery or asymmetric where collapse mode is 
characterized by inward-outward lobes which may or may 
not develop around the entire periphery. In reality since the 
shell is stressed beyond the proportionality limit of material 
buckling occurs inelastically. Fig. 1 typical cases for these 
collapse modes are given respectively. 

 
Fig. 1 Models failed by inelastic axisymmetric buckling (left) 
and inelastic asymmetric buckling (right) 

 
The shell can also buckle with attached stiffeners which 

may extend over the entire length of cylinder where the 
cylinder boundaries (usually rigid bulkheads) provide some 
level of fixity. This is called overall collapse and it is highly 
influenced by weak stiffeners, out-of circularities and 
cylinder radius to cylinder overall length ratio. Like the 
interframe shell collapse modes the overall collapse mode is 
inelastic in real type submarine pressure hulls. In Fig. 2 a 
model failed by overall collapse is shown. 

  

 
Fig. 2 Model failed by inelastic overall collapse 

 
Considering the collapse modes the ultimate limit state 

prediction requires a rational consideration of inelastic 
behavior. For the interframe shell collapse modes based on 
the differential equations of equilibrium for plastic range of 
cylindrical shells Lunchick (1961) and Reynolds (1960) 
presented solutions for inelastic axisymmetric and 
asymmetric buckling modes respectively. Typical 
cross-section for ring-stiffened cylinders is given in Fig. 3 
showing the basic dimensions used in these solutions. 



 
Fig 3. Axisymmetric cross-section of ring –stiffened cylinder 

 
Lunchick (1961) provides a solution for inelastic 

axisymmetric buckling pressure by using differential 
equations for plastic buckling of cylindrical shells based on 
the deformation theory of plasticity derived by Gerard (1948) 
for the case of short-length cylindrical shells subjected to 
hydrostatic pressure. The solution is in final form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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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sson’s ratio in plast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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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ratio by using the circumferential membrane stress σφ 
and longitudinal membrane stress σx in midbay between 
stiff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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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o be calculated accordingly. 

In a similar way Reynolds (1960) provided an approximate 
formula for the case of asymmetric buckling based on the 
solution of Gerard’s differential equations for buckling in the 
inelast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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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lastic asymmetric buckling pressure and 

LRt /23.1=φ                                      (13) 
 

is buckling mode parameter. 
For the inelastic overall collapse mode Kiernan and 

Krenzke (1963) derived a rather simple solution by modifying 
equation given by Bryant (1954) given for elastic overall 
collapse with a similar approach of tangent modulus 
concept developed for inelastic column buck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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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is the overall compartment length of ring-stiff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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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er and Ie is the moment of inertia of stiffener 
cross-section area together with effective length of shell 
which can be calculated as given by Pulos and Salerno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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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s circumferential half-wave number which makes the 
buckling pressure value minimum. So long as bending 
stresses caused by imperfections in the cylinder shell are 
kept at reasonable levels as dictated by tolerance limits this 
solution gives confident results (Pulos and Krenzke, 1966). 

In Fig. 4 the tangent and secant moduli are shown in the 
stress-strain curve for HY-80 (Q1N1) steel which is the 
typical material used in modern submarine pressure hulls. It 
is constructed with the formulas given by Germanisher Lloyd 
(2009). As it can be seen the material has an inelastic zone 
after exceeding the proportionality limit of which is about 
80% of its 0.2% offset yield strength σY.  

 

 
Fig. 4 Stress-strain curve for HY-80 showing tangent and 
secant moduli in inelastic region  

 
Accordingly determining the buckling pressures requires 

finding the certain point iteratively where the inelastic 
buckling pressure calculated using the tangent and secant 
modulus will be equal to external pressure corresponding to 
the stress level for these two moduli. For the stress 
calculation the solution provided by Pulos and Salerno 
(1961) for the differential equation governing the 
axisymmetric elastic deformations of a thin-walled circular 
cylindrical shell of finite length under the action of hydrostatic 
pressure is adequate. The circumferential and longitudinal 
membrane stresses in the midbay between stiffeners is used 
to calculate effective stress value according von Mises yield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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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effective stress-strain curve for cylindrical shell 

material the value of stress given by Eq. 16 values of Es and 
Et are found as shown earlier in Fig. 4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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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ue of inelastic buckling pressure pi is then can be 
computed for each collapse mode. By repeating this 
process of computation a curve of p versus σeff can be 
found and a corresponding curve of pi versus σeff. If these 
two curves are then plotted taking pressure as the x axis and 
equivalent stress as y axis the intersection of two curves 
gives the desired inelastic buckling pressure. Thus with an 
incremental iterative procedure starting from the pressure 
that will cause the stress level to reach elastic proportional 
limit of material the inelastic buckling pressure can be found. 
 
3. Quantifying Modeling Uncertainties 

 
In order to define modeling uncertainties for each method 

presented above the experimental results given in several 
DTMB reports are compiled (Pulos and Krenzke, 1966; 
Boichot and Reynolds, 1965; Hom and Couch, 1961) which 
were aimed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above mentioned 
solutions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earlier shown 
inelastic behavior exhibited in submarine pressure hull 
material stress-strain curve. From the experimental data the 
models whose collapse mode can be identified clearly i.e. 
the models failed with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any 
collapse modes are considered.  

For quantifying the modeling uncertainties two parameters 
are considered. The modeling uncertainty factor (bias) Xm is 
defined as usual as the ratio of experimentally obtained 
collapse pressure to predicted collapse pressure and gives 
the systematic error in prediction.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is the non-dimensionalized standard deviation of 



modeling uncertainty factor by its mean value and 
represents the scattering in predictions. In Table 1 the above 
mentioned properties of each prediction method is 
summarized where the bias values are directly obtained from 
references. 
 
Table 1 Modeling properties for each collapse mode based 
on elasto-plastic collapse prediction. 

Mode Xm COV 
(%) 

Number of 
samples 

Axisymmetric 
buckling 0.924 6.9 25 

Asymmetric 
buckling 0.995 3.57 15 
Overall 
collapse 0.938 6.4 43 

 
From the given data it can be seen that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asymmetric buckling prediction method is quite 
well and thus reliable. However for the other two modes 
although the COV values are within acceptable limits as 
defined by Faulkner et al. (1991) for any good strength 
prediction tool for marine structures (< 13 %) the bias values 
are lower than the limits (1 ±0.05). These overpredictions in 
collapse pressures may be explained by initial imperfections 
in models tested and idealizations and approximations of the 
actual physical conditions e.g. boundary conditions and test 
conditions in the theory. Accordingly for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biases could serve as empirical factors to adjust 
theoretical findings to actual values by including those 
effects. 
 

4. Reliability Analysis and Results 
 

Based on the modeling properties given above the 
reliability analysis is done for a reference submarine pressure 
hull model which is believed to represent realistic dimensions 
and proportions. Beside the modeling uncertainties the 
randomness in geometric and material properties are 
considered. These are determined roughly by engineering 
judgment while tolerance limits and in-service effects are 
partly considered. Pressure hull shell and stiffeners are 
assumed to be produced from HY-80 steel with 0.2 % 
offset yield stress value σY is taken as its mean value rather 

than the nominal value. The tangent and secant moduli are 
determined by using the formulae given in DIN 4114 for 
ferritic steels (DIN, 1953)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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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able 2 the mean values of each variable, their COV 

values and distribution types are given. 
 

Table 2 Statistical properties of each variable of reference 
model 

Variable Mean 
value COV (%) Distribution 

R [mm] 3100 0.5 Normal 
t [mm] 23 0.5 Normal 
L [mm] 417 1 Normal 
LB [mm] 10000 1 Normal 
hw [mm] 180 1 Normal 
tw [mm] 13 0.5 Normal 
bf [mm] 90 1 Normal 
tf [mm] 23 0.5 Normal 
E [GPa] 207 2 Normal 
σY [MPa] 622 3.75 Log-normal

 
For the given reference model using the mean values of 

each variable the collapse pressures are calculated as in 
Table 3. 

 
Table 3 Collapse pressures of reference model for each 
collapse mode 

Mode Collapse pressure [MPa] 
Axisymmetric buckling 5.81 
Asymmetric buckling 5.61 

Overall collapse 6.42 
 
The design depth is assumed as 300 m which 

corresponds roughly to 3 MPa. Although the depth and 



hence the hydrostatic loading on pressure hull is assumed 
deterministic as Faulkner (1991) states there is still a risk 
associated with overdiving or test diving. The reliability 
analysis is done therefore for several values of pressure in 
order to obtain the cumulative distribution of strength models 
to see the risk associated with diving beyond test diving 
depth. For evaluating the probabilities of failure for each 
mode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is imperative since there 
is no closed form solution as shown before. Instead of using 
crude Monte Carlo Solution, Latin Hypercube Sampling 
(Iman and Conover,1982) is incorporated to achieve 
reasonably accurate random distribution and hence reduce 
the required sample size. Hence in Monte Carlo Simulation 
100,000 samples were used for each simulation which gives 
consistent results for failure probabilities greater than 10-5. 
Instead of taking the sum of individual failure probabilities of 
each collapse mode as suggested by Faulkner (1991), total 
probability of failure directly obtained from Monte Carlo 
Simulation which should give less conservative results since 
total failure probability will tend to be close to most probable 
collapse mode. In Fig. 5 the failure probabilities are given as 
function of hydrostatic pressure.  

 
Fig. 5 Total and individual probability of failures of reference 

model as function of external pressure 
 
As expected the interframe shell collapse modes precede 

overall collapse mode and dominate the total failure 
probability. Unlike the deterministic analysis results 
axisymmetric buckling mode is more likely to occur. From the 
graph it can be also seen that the collapse modes do not 
overcome each other at as external pressure increases. For 
this particular example the possible interaction between 
modes is not likely to occur since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s relatively deviate from each other. For the failure 
assessment a value of 0.5 for probability of failure which 
corresponds reliability index value β = 0 can be used. By 

using that value and considering the total probability of 
failure the failure is expected to occur about at 5.25 MPa 
which is much lower than individual collapse pressures 
obtained by deterministic approach and it is 1.75 times 
greater than the design pressure. The lower bound for failure 
can be taken as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1.2 x10-5 with 
engineering judgment which corresponds to target reliability 
index of β = 4.2. Thus the lower bound of failure is about 3.6 
MPa which 1.2 times greater than the design pressure. The 
randomness set in both geometrical and material properties 
with consideration of tolerance limits seems therefore 
adequate. 

Next, the COV values for each modeling uncertainty 
factor are varied to see sensitivity of failure probability to 
modeling uncertainty. The failure probabilities are calculated 
at 5 MPa for each mode. In Fig. 6 the variation of failure 
probabilities with increasing COV values are given. 

 
Fig. 6 Variation of failure probabilities with increasing COV 

values 
 
From Fig. 6 it can be seen that failure probabilities are 

quite sensitive to changes in modeling COV values. This 
shows that even with already defined COV values obtained 
failure probabilities are subject to change if additional 
experimental data might not support the accuracy of the 
given prediction methods. 

To compare the results obtained with the previous studies 
done by using PD 5500, the interframe collapse prediction 
based on empirically obtained mean strength curve and the 
overall collapse criteria based on flange yielding is 
incorporated in reliability analysis of reference model. In a 
parametric study the COV of modeling is taken as 8% and 
15%. The mean value of out-of-circularity (OOC) of 
cylindrical shell is taken as post-build acceptance criteria 
0.5 % of R and a more logical value of 0.25 % of R (Das, 
1998) with a variance same as for R. In Fig. 7 the results are 



shown. 

 
Fig. 7 Failure probabilities of reference model according to 

PD 5500 
 
As it can be seen the criteria based on first of yield of 

flange overcomes interframe collapse and dominates the 
failure probabilities contrary to results obtained by using 
ultimate strength prediction methods introduced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to COV of modeling and OOC is again 
noticeable.  

Finally two additional experimental models which were 
designed to fail by asymmetric buckling between stiffeners 
and overall collapse respectively are analyzed. Both of the 
models are externally stiffened with flat-bar frames. First 
model RS-1 has widely spaced relatively heavy stiffeners 
while second model RS-2 has relatively close-spaced weak 
stiffeners. The geometrical and material properties and 
collapse pressures of each model are given in Table 4. The 
COV values and distributions for each variable are assumed 
as same as given for reference model. 

 
Table 4 Geometric and material properties and collapse 
pressures for experimental models RS-1 and RS-2 

Variable RS-1 RS-2 
R [mm] 275 275 
t [mm] 2.3 2.3 
L [mm] 116 56 
LB [mm] 1140 1140 
hw [mm] 22.7 12.7 
tw  [mm] 4 4 
E [GPa] 210 204 
σY [MPa] 284 278 

Collapse Pressure [MPa] 1.82 2.83 
 
The photos of each model after collapse was given in Fig. 

1 and Fig. 2 respectively, where RS-1 failed by asymmetric 
buckling while RS-2 has failed by overall collapse. The 
reliability analysis is done in similar way as it was done for 
reference model. The failure probabilities are obtained again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with 100.000 samples. In Fig. 
8 and Fig. 9 the failure probabilities are given as function of 
external pressure for RS-1 and RS-2 respectively. 

 
Fig. 8 Failure probabilities of RS-1 as function of external 

pressure 
 

 
Fig. 9 Failure probabilities of RS-2 as function of external 

pressure 
 
For RS-1 failure probabilities associated with asymmetric 

buckling dominates the total failure probability. The other 
modes are not effective before collapse by asymmetric 
buckling occurs. The expected collapse pressure is about 
1.83 MPa which corresponds to 0.5 failure probabilit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actual collapse pressure. The lower 
bound for failure is about 1.1 MPa which is 1.66 times lower 
than the expected collapse pressure. 

For RS-2 similar results are obtained. This time overall 
collapse dominates the total failure probability. The other 
modes are not effective before collapse by overall collapse 
occurs. The expected collapse pressure is about 2.4 MPa 
which corresponds to 0.5 failure probability. The lower 



bound for failure is 1.5 MPa which is 1.6 times lower than 
expected collapse pressure. This pressure value is 
somehow lower than actual collapse pressure but still 
consistent considering the overall tendencies of the model is 
assessed. 

From results of both models it can be recognized that 
probabilistic approach offers a greater view on failure 
tendencies of designs and safety margins. Instead of using 
one single fixed safety factor a variable safety factor 
depending on variables involved in design seems more 
useful. 
 

5. Conclusions 
 

The advantages and merits of probabilistic analysis for 
submarine pressure hull are shown when the modeling tools 
are improved and realistic geometries are considered. With 
reliability analysis a balanced probability of failures for each 
mode can be achieved if failure probabilities with function of 
external pressure are considered. The failure probability 
associated with overall collapse mode does not dominate in 
reliability analysis with improved modeling in realistic 
geometries in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concluded. Total 
failure probability can be determined directly by Monte Carlo 
Simulation rather than summation all individual failure 
probabilities which will in the end lead to very pessimistic 
results. Possible mode interactions can be determined from 
the cumulative failure probability distributions. If failure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experimental models are checked 
the failure tendencies of specific geometries are clearly 
visible. The risks associated with overdiving or at test diving 
can be checked via reliability analysis rather than setting a 
certain maximum diving depth. It is believed that the safety 
factors in current design practice like 1.75 for interframe 
shell collapse in PD 5500 is to allow a safe region for such 
overdiving. The modeling uncertainty factors still play an 
important as showed in the sensitivity analysis. It can be 
stated that in probabilistic submarine pressure hull design 
strength distribution is governed by deviation in collapse 
prediction.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roduction and main overhaul inspections do not allow any 
significant deviations from the tolerance limits set for 
geometry and materials. However if the in-service conditions 
are considered greater deviations may be considered and 
reliability assessment can show the significance of such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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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급 파워보트의 구조강도 평가 및 구조최적화
염재선, 김강진(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유재훈(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요 약

최근 공공기관의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 및 해양에서의 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연근해에서 낚시
등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고속의 소형 파워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피트급 파워보트 시제
선을 개발중이며, 이러한 연구개발 가운데 저자들은 파워보트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강도에 대한 평가 및 최
적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비강도가 우수한 FRP 파워보트를 위하여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유리섬유인 매트와 로빙에 더해 ROCICORE 섬유를 추가로 적
층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를 사용하여 구조해석모델을 작성하였고, ISO 
12215-5, 로이드선급의 special service craft, 그리고 한국선급의 고속경구조선 규칙에서의 설계압력을 산출하고 이러한 충격
하중에 대해 준정적해석을 수행하여 파워보트의 구조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요구되는 강도를 만족하며 선체의 중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적구조설계를 수행하여 효율적 연료 사용이 가능한 최적
화된 파워보트 구조를 도출하였다.

Keywords : Power boat(파워보트), Design pressure(설계압력), Structural analysis(구조해석), Structural optimization(구조최적화)

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정부에서는 국내 레저선박산업의 활성화와 세계 레저선
박시장 진출을 위해 FRP를 사용한 20피트급 파워보트에 대한 시
제선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가운데 보트의 구조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단위밀도당 
강도인 비강도(Specific strength)가 우수하거나 효과적인 적층구
성으로 된 재료를 선정하여 구조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규정안(ISO 12215-5, 2008)과 로이
드선급(LR, 2011)의 special service craft, 한국선급(KR, 2011)
의 고속경구조선규칙에서 제시한 동적효과를 고려한 설계하중을 
산출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존 FRP(Fiber reinforced 
plastic)선박의 적층구성인 쵸프트스트랜드매트(Chopped strand 
mat)와 로빙클로우드(Roving cloth)의 MR 적층에 ROCICORE 섬
유를 추가한 우수한 비강도를 가진 재료의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 ANSYS Workbench v13.0을 이용
한 선형 및 구조부재에 대한 모델링 및 동적효과를 고려한 준정
적해석을 통하여 구조강도를 평가하였다.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유류비의 절감을 위한 선체 중량 
최소화를 위해 허용응력을 제한조건으로 하고 판재 두께와 보강
재의 단면계수를 설계변수로 하는 구조부재 최적화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1.2 관련연구
소형레저선박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는 단동선 및 쌍동선을 대

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Ojeda 등(2004)은 55피트급 복합재료 카타마란에 대해 DNV 

HSLC 규칙을 적용하여 준정적 슬래밍하중이 선체에 작용할 때
의 구조응답에 대해 연구하였다. 모든 구조는 ANSYS 6.0의 
SHELL99 요소를 사용하였고, 재료의 적층방향 변경을 통한 최
적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Shin 등(2006)은 샌드위치형 FRP 재료를 사용한 소형 요트에 
대한 기본 구조설계 및 구조해석을 위한 절차적 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 ISO 설계하중을 적용하였고 ABS 규정에 의한 scantling
을 실시하였으며, ANSYS를 사용하여 모델링 및 구조해석을 수
행하였다.

Park 등(2009)은 38피트급 카타마란 요트의 구조해석을 수행
하였고, Ji 등(2010)은 FRP로 제작된 40피트급 세일링요트에 대
한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하중조건은 LR과 KR 규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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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용하였고, MSC.Patran/Nastran의 Shell element로 모델
링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Kim 등(2011)은 쌍동선의 설계규정 
검토를 위해 ISO, LR, KR 규정을 비교하고 쌍동선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 파워보트의 구조해석
일반적으로 선박에 대한 구조강도해석 방법으로는 각 선급협

회에서 요구하는 선급규정식에 의해 구조강도를 평가하는 방법
이 있고, 또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나 국부
적인 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 유한요소법에 의한 직접강도해석
을 통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선급 규정식에 의한 방법은 선체 중앙단면의 단면계수(section 
modulus)를 계산하여 선급에서 요구하는 값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직접강도해석은 전선해석이나 화물창부 일
부에 대한 해석으로 진행된다. 파워보트와 같은 소형 선박의 경
우 전체 강도해석이 수행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속경구조선의 전
체강도해석은 길이 50 m 이상의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즉, 선박
의 길이   , 그리고  인 선박으로서 일반적인 
고속경구조선 및 일반 경구조선에 대하여는 국부강도를 만족하
면 종굽힘, 전단 및 축하중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매트와 로빙의 
조합에 ROCICORE 섬유를 포함한 FRP로 제작되는 20피트급 파
워보트에 대하여 재료물성치를 확보하고, 세가지 규정에 의해 선
저슬래밍이나 선측충격하중과 같은 국부하중을 적용,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파워보트의 구조강도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2.1 재료물성치
20피트급 파워보트에 사용할 재료는 MAT450, ROVING570, 

ROCICORE300 섬유와 G-613BT 수지를 사용한 재료이며, RTM 
(Resin Transfer Molding)방식으로 ROCICORE+R.M.R.M의 5개 
층으로 적층한 시편에 대한 재료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Material structural 
steel

general 
FRP

2Mat+2Rov
+Rocicore

Density [kg/m3] 7,850 2,080 1,494.4
Tensile yield strength [MPa] 250 115 170.46

Young's modulus [GPa] 200 8.770 8.408
Poisson's ratio 0.3 0.23 0.23

Table 2 Material properties

 2.2 구조해석모델

외부 CAD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보트의 선형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Fig. 1과 Fig. 2에 보인 파워보트의 일반배치도와 
중앙횡단면도를 참조하여 ANSYS Workbench v.13.0에서 구조해
석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선박의 주요치수를 Table 3에, 구조부
재의 두께와 단면계수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판부재는 SHELL181 요소, 보강재는 단면의 특성이 반영된 
BEAM188 요소를 사용하였고, 요소는 약 ×의 
크기로 분할하여 element 22,702개, node 22,653개가 사용되었
다(Fig. 3 참조).

Fig.1 28 feet power boat

Fig. 2 Midship section of power boat

Length Overall (LOA) 10.135 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LBP) 7.700 m

Length of Waterline (LWL) 7.323 m
Moulded Breadth (Bmax) 2.940 m

Moulded Depth (D) 1.100 m
Moulded Draft (T) 0.650 m
Design Speed (Vs) 25 knots

Displacement Volume 7.168 
Displacement (1.025 ton/m3) 7.347 ton

Table 3 Principal dimensions



Structural member dimension (mm, cm3)
Keel Plate 13.71 mm

Center Side and Bottom Plate 8.44 mm
Stem, Bottom reinforced plate 10.20 mm

Deck Plate 7.38 mm
Floor 101.5 cm3

Floor (below main engine) 150.2 cm3

Side shell web frame 13.5 cm3

Deck trans. beam 13.3 cm3

Deck longi. girder 21.9 cm3

Bulkhead stiffener 12.9 cm3

Table 4 Materials and dimensions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power boat

 2.3 하중조건
국제표준규정안 (ISO 12215-5, 2008), 로이드선급 (Special 

service craft, 2011), 한국선급 (고속경구조선 규칙,2011) 규정
에서 정한 설계압력을 선체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적용하였다. 
ISO와 LR의 경우 슬래밍을 포함한 충격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displacement mode와 planing mode(또는 non-displacement 
mode)로 구분하여 설계하중을 제시하였고, 이에 보다 심각한 경
우인 planing mode의 설계압력을 선택하였다.

위 세 가지 규정에서의 설계압력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그리고 각각의 성분을 본 연구의 20피트급 파워보트에 적용하면 
Fig. 4 ~ Fig. 6 까지의 설계압력이 산출되어 이를 선체에 적용
하였다.

이때 파워보트에 작용하는 선저슬래밍 압력의 최대값만을 비
교해 보면 Table 5와 같이 ISO > LR > KR 순서의 결과를 얻었
다.

ISO LR KR
76.7 67.7 56.6

Table 5 Maximum bottom slamming pressures ()

Regulation Pressure

ISO
Bottom pressure
Side pressure
Deck pressure
Pressure for superstructure and deckhouses

LR

Loads on 
shell 

envelope

Hydrostatic pressure
Hydrodynamic wave pressure
Pressure on weather and 
interior decks

Impact loads
Bottom slamming pressure
Side shell slamming pressure
Forebody impact pressure

Component 
design loads

Deckhouse, bulkhead, 
pillars, cargo deck

KR
Bottom slamming pressure
Bottom pitch slamming pressure
Forebody side and bow impact pressure
Sea pressure

Table 6 Design pressures

Fig. 4 ISO design pressure

Fig. 5 LR design pressure



ISO 12215-5 LR KR

Equivalent 
Stress

Displace-
ment

Table 7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regulations

Fig. 6 KR design pressure

 2.4 경계조건
일반적으로 선박에 대한 전선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 모델링된 정보에 자유도에 대한 구속여부를 지정하고, 외부
에서 가해지는 하중을 적용한다.

전선 구조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구속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
지 않도록 단순지지의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구속점은 
가능한 한 응력 관심부에서 떨어져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선체 좌우 대칭조건을 적용하여 Fig. 7과 같이 선체중심선상
의 점 B와 C에서는 높이방향의 변위를 구속한 대신에 점 A를 포
함한 xz평면에서는 폭방향의 변위만을 구속한다. 그리고 점 C에
서는 길이방향만의 자유도를 허용하고, 점 B에서는 모든 자유도
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경계조건에 의한 해석모델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ANSYS에서 제공하는 Inertia Relief(강체거동제거) 기능을 사용하
였다. 이것은 선형정적해석에서만 적용가능하고, 외부에서 가해
진 힘과 토크가 가속도장에서 유도된 관성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원리로 ANSYS에서는 3차원 해석의 경우 inertia relief외에 
추가적인 경계조건은 6개 이하로 제안하고 있다.

Fig. 7 Boundary condition

2.5 구조해석 결과
세 가지 규정에서 산출한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7, 8에 나타내었다. 최대응력과 최대변형량의 경우 
ISO > LR > KR 의 순서인 결과를 얻었고, von Mises equivalent 
stress(element mean)값의 경우 선측 chine과 선체내부 선수격
벽이 만나는 곳에서 47MPa의 최대값을 나타냈다. 재료의 인장
강도인 170MPa에 안전계수 3으로 가정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므
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변위의 최대값
은 62mm로 cabin room의 지붕에서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cabin을 지지하는 기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세 가지 규정에 의한 충격하중의 적용결과 발생한 최대
응력, 최대변형량, 보강재의 축력, 전단력, 굽힘모멘트는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차이가 5~12% 이내로 거의 비슷하게 나
타났다.

output
Classification

 max[MPa]
max[mm]

Max. AxialForce [kN]

Max. Bending Moment [kN․m]

Max. Shear Force [kN]
ISO 47.80 62.06 -63.35 2.76 17.42
LR 44.11 55.97 -60.98 2.58 16.31
KR 42.09 53.83 -54.03 2.46 15.95

Table 8 Comparison of the analysis results

선형, 갑판, 격벽에서의 판재의 등가응력을 Fig. 8 ~ Fig. 10
에 나타내었고, 보강재에 걸리는 축력, 전단력, 굽힘모멘트를 
Fig. 11 ~ 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8 Equivalent stress of hull

Fig. 9 Equivalent stress of deck

Fig. 10 Equivalent stress of bulkhead

Fig. 11 Axial force

Fig. 12 Shear force

Fig. 13 Bending moment

3. 구조최적화
파워보트의 중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정식 최적화 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계변수인 판재의 두
께와 보강재의 단면계수 초기값의 75%와 50%인 경우의 목적함
수인 파워보트의 전체 질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제한조건이 되는 
등가응력 값을 계산하여 허용응력 이하가 되는지 확인하였다. 설
계변수는 Table 9와 같이 판재의 두께와 보강재의 단면계수를 선
택하였다.



Item initial 
value

75% initial 
value

50% initial 
value

Thickness of Keel Plate [mm] 13.71 10.28 6.86
Thickness of Fore Btm Plate 10.20 7.65 5.10
Thickness of Bottom Plate 8.44 6.33 4.22

Thickness of Side Shell Plate 8.44 6.33 4.22
Thickness of Deck Plate 7.38 5.54 3.69
Section modulus of Floor 
below main engine [cm3] 150.2 112.7 75.1
Section modulus of Floor 101.5 76.1 50.8

Section modulus of Web frame 13.5 10.1 6.8
Section modulus of Deck girder 21.9 16.4 11.0

Total boat mass [kg] 1,280.6 895.7
(70%)

763.7
(60%)

Max. equivalent stress [MPa] 47.80 75.27
(157%)

97.99
(205%)

Table 9 Optimization result with ISO design pressure

판재의 두께와 보강재 단면계수가 초기값의 75%에 해당하는 
경우 선체 중량은 약 30%가 줄어들고 등가응력은 57% 증가하
며, 판재의 두께와 보강재 단면계수가 초기값의 50%에 해당하는 
경우 선체중량은 약 40%가 줄어들고 등가응력은 10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고시 FRP선의 구조기준(MLTM, 2011)에 의해 설계
된 부재치수는 기존 매트와 로빙의 조합으로 된 재료이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ROCICORE 섬유를 추가해 인장강도가 우수한 
새로운 적층의 경우 판재의 두께나 보강재의 단면계수를 크게 줄
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20피트급 파워보트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 및 구조최적화를 수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RP 파워보트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국

제표준규정안(ISO 12215-5, 2008), 로이드선급(Special service 
craft, 2011), 한국선급(고속경구조선 규칙, 2011) 규정에서의 
설계압력을 산출한 결과 선저슬래밍 압력의 최대값은 ISO > LR 
> KR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고, 이를 포함한 충격압력에 대응되
는 등가응력 또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아직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ISO 안을 포함하여 어느 규정을 사용하더라도 최
대응력이 재료의 허용응력 범위내에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고 평가할 수 있었다.

2) 구조최적화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판재두께의 75%
와 기존 보강재 단면계수의 75%에도 최대등가응력이 허용응력
의 범위내에 들어 구조강도상 문제가 없고 중량은 약 30%를 줄
일 수 있었다. 따라서 선급 규정에서 제시하는 판재의 최소두께
와 보강재의 단면계수는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된 결과임을 확인

하였다.
일반적으로 FRP 선박에 대한 구조부재 scantling의 경우 선급

요구 치수보다 여유를 두어 판재두께나 보강재의 단면계수를 선
택하므로, 구조해석을 통한 강도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여유치를 
줄인다면 선체중량을 줄여 연료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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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III LNG CCS에서 삼각형 충격파의 단순화와 구조응답의 
특징에 대한 연구

김성찬(인하공전), 이장현(인하대), 노인식(충남대), 장범선(서울대), 황세윤(인하대 대학원)

요 약

It has been well known the sloshing pressure has complex shape and various patterns. The pattern of sloshing pressure is 
variously characterized by the pressure amplitude, duration time and skewness. The structural response induced by the sloshing 
pressure is also affected by the pattern of sloshing pressure and the type of structural memb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response by the perspective view of categorized pattern, it is more efficient to make simple sloshing pressure pattern 
than to reflect the complex pressure history. In this study, the sloshing pressures obtained by the small scale model test are 
simplified with respect to their duration and skewness. Dynamic analyses of Mark-III LNG CCS are then parametrically performed 
with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types of sloshing impact. Meanwhile, the failure pressures given the duration and skewness are
investigated after parametric calculations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ssure parameters on the structural 
response.

Keywords : Sloshing, Pressure pattern, Dynamic analysis, Impact, Structural response

1. 서 론
LNG는 맴브레인 탱크를 장착한 단열 화물창에 의해 효과적으

로 수송되며 -163°C의 LNG을 냉온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
적인 방열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LNG와 가스를 보존하기 위하
여 방열시스템은 얇은 맴브레인과 plywood 그리고 foam 과 
perlit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창은 여러 하중에 견디게 설
계되는데 낮은 적재상태에서 극심한 선체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하중이 대표적인 극한 하중이다 (Graczyk and Moan, 
2011). 슬로싱 압력은 매우 짧은 순간에 극심한 압력을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화물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
히 검토되어야 한다. 슬로싱 충격압의 특성에 대한 구조응답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과정을 개발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슬
로싱 충격압에 대한 구조거동에 근거해서 많은 공학자들이 평가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Graczyk et al., 2006; Lee et 
al., 2011; Kim et al., 2010, Lee et al., 2006; Kim and Kim, 
2007), 세계 유수의 선급 (ABS, 2006; BV, 2006; LR, 2009; 
DnV, 2006) 등도 평가과정을 제안하였고, 산업체에서도 (Kim et 

al., 2011; Nam et al., 2006; Ryu et al., 2009; Chun et al., 
2011; Ito et al., 2008)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였다. 수치계산과 
실험 결과 등을 사용한 동적 구조해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선급협회에서도 압력평가와 LNG CCS의 강도평가에 대한 일
반적인 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슬로싱 충격압에 의해 발생되는 강도의 평가를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단계에서는 comparative approach 
또는 간략화된 직접해석 등이 사용되고 있다. 방열박스의 구조거
동을 간략화된 구조거동에 국한한 평가하는 법이 있으며 슬로싱 
충격압과 구조의 연성문제를 이론적인 정식화를 통해 직접 푸는 
방법이 있으나 방대한 계산시간과 문제의 복잡성으로 만족할 만
한 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FD 결과를 구조
설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Lee et al, 
2010). 

본 논문에서는 방열시스템의 파괴압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
형적인 슬로싱 충격압의 주요한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거동에 대
하여 선형 동적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슬로싱 파괴압력을 도출
하기 위하여 계통적인 구조해석(parametric FEA)을 수행하여 구
조응답곡면(response surface governing the structural 
responses)을 얻었다. 방열시스템의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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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pressure magnitude), 충격압 지속시간(duration time) 및 
skewness 등의 변화에 대한 압력파형에 대해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LNG 선의 초기설계시 모델 실험과 선형 구조 
동역학해석을 사용한 간단한 평가과정을 제안하였다. 모델 실험
을 통하여 충격압력을 추출하여 구조강도 측면에서의 가장 위험
한 조건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슬로싱 충격압은 지속
시간, 상승구간, 피크 값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ABS, 2006). 

최대 압력치와 상승시간이 방열시스템에서 극심한 조건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하면 유의 슬로싱 압력
(significant sloshing pressures)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시간과 skewness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델실험에서 추출할 
수 있다. 선형 구조 동역학해석은 동적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지 
않으며, 슬로싱 압력하에서 위험한 압력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방열 시스템의 강도평가가 이루어지면 시스템의 안
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에서 구한 슬로싱 압력과 비교하여 판
단한다. 즉 이것은 충격강도(impact strength)를 충격압으로 나눈 
비를 의미하며, LNG CCS의 파괴시 작용하는 최소 압력을 의미
한다. 강도평가는 여러 가지 파괴기준 또는 허용기준에 대한 평
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는 LNG CCS
의 방열구조에서 파괴 기준에 해당하는 압력 지속시간과 최대 압
력을 구하여 설계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Fig. 1에서 사용된 과
정을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procedure of present approach 

2. 모델실험에서의 설계압력
슬로싱 압력 평가시 사용한 데이터는 Fig.2와 Fig.3에서 보인 

것과 같은 형태의 모형을 서울대학교 AMEC (Advance Marine 
Engineering Center)에서 사용하여 계측한 결과이다. 실험은 50
분의1 축적에서 수행하였으며,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실

험 데이터 및 관련된 슬로싱 압력은 수평 거동과 10%, 30%, 
50%, 70%, 95% 적재시 기록된 것이다. 실험결과는 압력파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상세한 센서 형태 및 운동조건 
등은 기술하지 않았다. 

수평 운동(horizontal sway motion)에서 10% 적재시 슬로싱 
압력형태를 Fig.4에서 기술하였으며, 전형적인 슬로싱 압력파형
을 Fig.5에서 기술하였다. 실험에서 관측된 슬로싱 압력의 형태
를 통계해석 또는 적당한 하중평가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압력피
크치(pressure amplitude), 상승시간(rising time), 지속시간
(duration time),  skewness로 표현될 수 있다. 구조거동의 특징
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하여 실제의 복잡한 압혁 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간단한 압력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
에서는 Fig.6에서 보인 것과 같이 전형적인 압력을 중첩하여 나
타내어 모델 스케일에서의 압력의 형태에 대한 지속시간과 
skewness 범위를 결정하였다. 

Duration time: 1/1000 ~ 1/100 sec
Skewness: less than 2.0

상기 값들은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구한 값으로 구조해석시 
적용하였다. Froude 상사법칙은 비압축성, 비점성, 표면장력이 
없다고 가정하여 적용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최대 압력 결정시에
는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압력과 지속시간은 다
음 식으로 표현된다. 






 and 

 




          (1)

여기서 P, L, t는 압력(pressure), 길이(length) 및 지속시간
(time)을 의미하며, 첨자 p와 m은 실제크기와 모델 크기를 각각 
의미한다. 

구조해석은 모델실험에서 구한 지속시간을 (1)식을 이용하여 
확대된 실제 존재하는 범위에서의 값을 반영하였으며 Fig.7에서 
보인 삼각형 압력파형으로 수행하였다. 

 

Fig. 2 Apparatus of model (Kim, 2010)

 



Fig. 3 Dimension of model (Kim, 2010)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Kim, 2010)

 

 

Fig. 4 Example of pressure (kPa) history at 10% filling 
condition (Kim, 2010)

  

  

Fig. 5 Typical sloshing pressures at 10% filling condition

 

Fig. 6 Overlapped significant sloshing pressures 

 

Fig. 7 Simplified load pattern assumed from significant 
pressures

3. 선형 구조 동역학 해석
3.1 요한요소모델

슬로싱 충격압에 의한 구조응답 해석은 이론적으로 FSI (Fluid 
structure interaction) 문제이나 구조 및 유체의 요소의 수가 너
무 많고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용
시 관련된 경험적인 많은 요소로 인해 설계시 적용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단순화된 평가 기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시 극한 슬로싱 압력을 구하는 것에 국
한하여 선형 동적 응답해석을 통해 슬로싱 압력하의 구조거동을 
구하였다. 구조해석은 다양한 충격압에 대한 선형 모델을 사용하
였으며 Mark III 방열박스에 대해 수행하였다. 

 
슬로싱 충격파의 많은 파라미터 중 구조 거동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친다고 일컬어지는 두 가지 파라미터만을 Table 3과 같이 
구조해석시 고려하였다. 구조해석은 Mark III 시스템의 방열박스
에 대해 MSC/NASTRAN으로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은 
plywood와 mastic으로 이루어져 있고 68,800개의 8절점 입체요
소를 사용하였고, 10-5 time step을 채용하였다. 하중은 Fig.6과 
같이 삼각형 형태의 다른 지속시간을 갖는 형태의 시간변화 하중
으로 방열박스 내부 표면에 압력 형태로 적용하였다. 시간 이력
의 효과만 고려하였으며 슬로싱압력의 공간적 분포는 고려하지 
않고 균일한 압력으로 적용하였다. 즉 다른 지속시간과 
skewness를 갖는 삼각형파의 하중을 적용하였으며, 압력은 피크



Table 3 Maximum displacements obtained by FEA
                DT 
 Skewness

0.001  0.002  0.003  0.004  0.005  0.008  0.010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2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4-     0.0103-     0.0125-     0.0146-     0.0138-     0.0136-     0.0135-     0.0133-     

0.3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5-     0.0104-     0.0126-     0.0143-     0.0136-     0.0130-     0.0126-     0.0123-     

0.4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5-     0.0105-     0.0126-     0.0138-     0.0133-     0.0123-     0.0120-     0.0119-     

0.5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6-     0.0106-     0.0126-     0.0132-     0.0129-     0.0119-     0.0118-     0.0119-     

0.6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7-     0.0107-     0.0125-     0.0128-     0.0124-     0.0117-     0.0118-     0.0117-     

0.7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7-     0.0107-     0.0123-     0.0123-     0.0123-     0.0117-     0.0117-     0.0113-     

0.8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7-     0.0108-     0.0121-     0.0119-     0.0121-     0.0117-     0.0114-     0.0106-     

0.9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8-     0.0108-     0.0119-     0.0115-     0.0118-     0.0115-     0.0109-     0.0099-     

1.0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8-     0.0107-     0.0116-     0.0113-     0.0117-     0.0112-     0.0102-     0.0089-     

1.1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7-     0.0107-     0.0117-     0.0115-     0.0118-     0.0112-     0.0095-     0.0081-     

1.2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7-     0.0107-     0.0120-     0.0117-     0.0121-     0.0110-     0.0087-     0.0075-     

1.3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7-     0.0106-     0.0122-     0.0121-     0.0123-     0.0104-     0.0084-     0.0069-     

1.4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6-     0.0105-     0.0124-     0.0127-     0.0125-     0.0103-     0.0084-     0.0068-     

1.5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5-     0.0104-     0.0126-     0.0132-     0.0130-     0.0106-     0.0086-     0.0067-     

1.6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5-     0.0103-     0.0127-     0.0136-     0.0133-     0.0114-     0.0089-     0.0076-     

1.7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4-     0.0101-     0.0128-     0.0138-     0.0135-     0.0120-     0.0098-     0.0086-     

1.80              0.0016-     0.0032-     0.0047-     0.0059-     0.0070-     0.0093-     0.0100-     0.0128-     0.0140-     0.0136-     0.0123-     0.0104-     0.0103-     

1.90              0.0016-     0.0032-     0.0047-     0.0059-     0.0070-     0.0091-     0.0098-     0.0127-     0.0141-     0.0135-     0.0125-     0.0109-     0.0116-     

  

 

치가 10 kPa이며 지속시간은 0.001~0.07sec, skewness는 
0.2~1.9 범위에서 고려하였다. 구조해석 결과는 변형량과 
mastic과 plywood에서의 응력을 채택하였다. 구조적 감쇄는 고
려하지 않았으며 시간 변화에서 최대 응력과 최대 변형량을 검토
하였다.

본 구조해석에서는 손상지수(damage index)로 사용될 수 있
는 처짐 및 응력에서 지속시간과 skewness의 영향을 조사하였으
며, Fig.8과 Fig.9에서 구조해석 모델과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
다.

 
 

 

Fig. 8 Finite element model

 

Fig. 9 Boundary condition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사용된 재료 물성 데이터는 Table 2와 같이 ABS(2006)에서 
제안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plywood는 이방성 재료로 mastic은 
등방성 재료로 이상화하였다. 

Table 3에서 여러 가지 지속시간과 skewness에 따른 최대 변
형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10에서 최대 변위의 거동표면
(response surface)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짧은 충격압 지속시
간을 갖을수록 구조거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analysis 
Material   

properties
Plywood

(Orthotropic)
R-PUF

(Isotropic)
Mastic

(Isotropic)

Density(Kg/m3) 710 120 1,500

Poisson’s   ratio 0.3 0.3 0.3

Elastic   
Coefficient (MPa)

E1=E2=8900
E3=520

84 2,880

Shear Modulus   
(MPa)

G12=3,803
G13=G23=1

96
- -

 

Fig. 10 Response surface of maximum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duration time and skewness

3.2 압력파형과 변형량의 상관관계 
구조해석의 결과에서 하중지속시간과 skewness를 분석하여 

그 영향도를 보고자 하였다. Fig. 11과 Fig. 12는 슬로싱 압력하
에서 최대변위에서 충격압 지속시간과 skewness의 영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Fig. 13과 Fig. 14는 여러 개의 충격압 지속시간과 
skewness에 대하여 skewness와 충격압 지속시간의 분산도를 보
여주고 있다. 

 

Fig. 11 Maximum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duration 
time

 

Fig. 12 Maximum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skewness 

 

Fig. 13 Covariance between skewness and maximum 
displacement versus duration time

Fig. 13에서 충격압 지속시간이 0.01이하인 경우에 skewness
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큰 변형량과 응력이 나타나며, Fig.14에
서 충격압 지속시간과 변위 사이에서의 분산도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그 크기와 상관없이 skewness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
나 충격압 지속시간이 0.01이하에서는 구조응답에서 skewness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14 Covariance between DT and maximum 
displacement versus skewness



3.3 슬로싱 평가 
실제 LNG CCS의 구조 평가는 초기 설계시 자세한 사양이 

LNG 탱크 내부의 위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damage index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전체구조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이지 않다. 파괴 압력을 구하기 위해 전체 구조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것 또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모델에 대한 damage index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물창 
전체에 대해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는 대신에 넓은 범위의 충격압 
지속시간과 skewness에 대해 관련된 파괴 압력과 damage index
를 구하는 것은 간단한 모델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 (ABS, 
2006). 

매우 짧은 하중 지속시간을 갖는 슬로싱 충격압의 동적 특성
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에서의 충격하중의 영향이 충격압의 크기
와 지속시간 및 skewness로 표현된다고 가정하였다. 구조응답을 
계산할 때 각각의 충격압의 영향도는 응력의 크기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membrane, plywood 그리고 mastic에서의 응력이 병
열 시스템의 강도를 나타내줄 수 있다. 선형 탄성해석을 통해 
critical pressure를 단순하게 유추할 수 있고, 초기설계 단계에서 
하중평가를 위해 모델실험과 함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극한 손상조건(critical damage condition)에 해당하는 슬로싱 
압력의 역계산이 가능하고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max  ×max         (2)

여기서 σmax 와 K(Skewness,DT)는 최대 응력과 transferring 
strength coefficient이다. 허용응력(σallowable)을 가정하면 식 (3)이 
얻어진다. 

             (3)

Pfailure는 Table 4에서 기술한 방렬재 재료의 허용응력에 해당
하는 극한 압력(critical pressure)을 의미한다. 손상지수(damage 
index)는 구조응답에서 충격압의 영향도를 보아 Pfailure에 의해 표
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손상지수는 충격압력의 크기와 구조물
의 파괴를 유발하는 충격압의 최소값의 비로 정의된다. 

유체로부터의 충격압은 상부 plywood에 작용하여 하부 
plywood를 통해 mastic까지 전달되며, Mark III의 각 재료의 극
한상태가 검토된다. plywood의 경우 수직인장 및 압축응력 그리
고 전단응력으로 판단하고 mastic은 von-Mises 응력으로 판단되
며 구조부재의 응력이 허용응력보다 작도록 허용된다. 방열재의 
허용응력으로부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충격압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허용응력에 해당하는 충격압을 계산시 사용한 충격압으로 나
눈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Table 5에서 식 (2)로부터 계산된 것과 같이 mastic에서 항복
강도의 90%에 해당하는 파괴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슬로싱 충
격압의 지속시간 및 skewness의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련

의 선형 동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단위 하중에 
대한 일련의 구조응답이 얻어졌다. 방열시스템에서 파괴 모드는 
항복과 파괴로 단순히 분류될 수 있는데 mastic과 plywood의 파
괴모드를 항복응력과 파괴응력과 연관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mastic은 등방성재료이므로 von-Mises 응력으로 판단되며, 
plywood는 이방성재료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 각 방향의 성
분별 응력으로부터 판단하였다.

Table 4 Acceptance criteria of plywood
 Plywood Mastic

Load

Acceptance 
Criteria

Vertical 
tension

Vertical 
compression Shear Every 

stress

Failure 
criteria 

Mises 
Stress Mises Stress Shear 

stress
Mises 
Stress

Allowable 
stress

90% of  
(18MPa)

90% of 
(1.8MPa)

90% of 
Max. shear 

stress
(2.52MPa)

90% of 
(13.5MPa)

Table 4에서 보인 각 파괴모드에서의 허용기준과 각 재료에서
의 구조응답을 기초로 각 파괴모드에서의 파괴압력(Pfailure)가 계
산될 수 있다. Table 5 ~ 7에서 주어진 충격압 지속시간과 
skewness 별 파괴압력을 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는 
mastic에서의 skewness와 지속시간에 대한 파괴 압력을 보여주
고 있으며, Table 6과 7에서는 mastic과 plywood에서 파괴모드
에 해당하는 파괴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Fig. 15와 Fig. 16에서 mastic의 지속시간별, skewness별 파
괴압력을 나타내었다. Fig.17에서 plywood의 전단응력으로 추산
된 파괴압력을 나타내었다.
LNG CCS의 강도는 시스템이 파괴되기 전까지 안전
성을 유지될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 정의될 수 있으
며, 설계 슬로싱 하중 결정과정 및 LNG CCS 강도 
평가과정이 본 parametric study에서 적용된 파괴압
력을 사용함으로서 단순화될 수 있다.

추정된 파괴압력들에서 가장 작은 파괴압력이 LNG CCS에서
의 대표적인 파괴압력이 되며 식 (4)로 나타내어진다.

  min      
    (4)

계산 예로 사용된 방열구조에서는 plywood의 전단파괴가 가
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값들이 대표 파괴압력이 된다. 
Fig. 18에서 지배적인 대표 파괴압력을 나타내었다.

충격하중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skewness는 파괴 압력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선의 평가 시에는 실험에서 구한 슬로싱 압력이 축척비에 



Table 5 Failure pressures (MPa) at mastic reciprocally estimated from FEA results  
              DT
Skewness

0.001 0.002 0.003 0.004 0.005 0.008 0.010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2 9.2 4.8 3.3 2.6 2.1 1.4 1.2 0.9 0.8 0.8 0.8 0.9 0.9

0.3 9.2 4.8 3.3 2.6 2.1 1.4 1.2 0.9 0.8 0.8 0.9 0.9 0.9

0.4 9.2 4.7 3.3 2.6 2.1 1.4 1.2 0.9 0.8 0.9 0.9 0.9 0.9

0.5 9.2 4.7 3.3 2.6 2.1 1.4 1.2 0.9 0.9 0.9 0.9 0.9 0.9

0.6 9.2 4.7 3.3 2.5 2.1 1.4 1.2 0.9 0.9 0.9 1.0 0.9 0.9

0.7 9.2 4.7 3.3 2.5 2.1 1.4 1.2 1.0 0.9 0.9 1.0 1.0 1.0

0.8 9.2 4.7 3.3 2.5 2.1 1.4 1.2 1.0 0.9 0.9 1.0 1.0 1.0

0.9 9.2 4.7 3.2 2.5 2.1 1.4 1.2 1.0 1.0 0.9 1.0 1.0 1.1

1 9.2 4.7 3.2 2.5 2.1 1.4 1.2 1.0 1.0 1.0 1.0 1.1 1.2

1.1 9.2 4.7 3.2 2.5 2.1 1.4 1.2 1.0 1.0 0.9 1.0 1.2 1.4

1.2 9.2 4.7 3.2 2.5 2.1 1.4 1.2 1.0 1.0 0.9 1.0 1.3 1.5

1.3 9.2 4.7 3.2 2.5 2.0 1.4 1.2 1.0 0.9 0.9 1.1 1.3 1.6

1.4 9.2 4.7 3.2 2.5 2.0 1.4 1.2 1.0 0.9 0.9 1.1 1.3 1.7

1.5 9.2 4.7 3.2 2.5 2.0 1.4 1.2 0.9 0.9 0.9 1.0 1.3 1.7

1.6 9.2 4.7 3.2 2.5 2.0 1.4 1.2 0.9 0.8 0.9 1.0 1.3 1.5

1.7 9.2 4.7 3.3 2.5 2.0 1.4 1.2 0.9 0.8 0.8 1.0 1.2 1.3

1.8 9.2 4.7 3.3 2.5 2.0 1.4 1.2 1.0 0.8 0.8 0.9 1.1 1.1

1.9 9.2 4.8 3.3 2.5 2.0 1.4 1.2 1.0 0.8 0.8 0.9 1.1 1.0

의해 (1)식으로 확장될 수 있고, 해당되는 하중지속시간과 
skewness에 해당되는 파괴압력 즉 Fig.18에서의 파괴압력과 비
교하여 평가한다.

Fig.15 Critical pressures at mastic for allowable stress of 
90%×σY and skewness

Fig. 16 Critical pressures at mastic for allowable stress of 
90%×σY  and duration time

Fig. 17 Critical pressures at plywood for allowable shear 
stress of 90%×σY  versus duration time

Fig. 18 Design reference of failure pressure Pfailure 



Table 7 Comparison of failure pressures (MPa) at plywood based on the different failure criteria
                 Failure
                 Criteria 
Skewness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0.2                     9.25      31.47    2.14      7.09      1.21      3.97      0.85      2.76      0.86      2.79      

0.3                     9.25      31.41    2.14      7.09      1.19      3.95      0.88      2.86      0.91      2.94      

0.4                     9.25      31.41    2.13      7.06      1.19      3.93      0.91      2.97      0.94      3.03      

0.5                     9.25      31.41    2.12      7.03      1.19      3.92      0.94      3.06      0.94      3.04      

0.6                     9.25      31.41    2.11      7.00      1.18      3.91      0.95      3.09      0.94      3.06      

0.7                     9.25      31.41    2.10      6.95      1.18      3.91      0.96      3.09      0.98      3.16      

0.8                     9.25      31.41    2.09      6.92      1.18      3.90      0.96      3.09      1.03      3.33      

0.9                     9.25      31.41    2.08      6.90      1.18      3.90      0.96      3.13      1.12      3.59      

1.0                     9.25      31.41    2.07      6.87      1.18      3.89      0.99      3.21      1.23      3.96      

1.1                     9.25      31.41    2.06      6.84      1.18      3.89      1.00      3.25      1.35      4.35      

1.2                     9.25      31.41    2.05      6.84      1.17      3.88      1.02      3.32      1.47      4.75      

1.3                     9.25      31.41    2.05      6.82      1.17      3.89      1.07      3.47      1.59      5.14      

1.4                     9.25      31.41    2.04      6.79      1.18      3.89      1.08      3.50      1.68      5.44      

1.5                     9.25      31.41    2.04      6.79      1.18      3.90      1.05      3.41      1.69      5.49      

1.6                     9.25      31.41    2.04      6.79      1.19      3.93      0.99      3.24      1.49      4.83      

1.7                     9.25      31.41    2.03      6.77      1.21      3.96      0.96      3.11      1.32      4.29      

1.8                     9.25      31.41    2.03      6.77      1.22      4.01      0.94      3.06      1.14      3.71      

1.9                     9.25      31.47    2.04      6.79      1.23      4.05      0.94      3.06      1.03      3.37      

DT=0.001 DT=0.01 DT=0.05 DT=0.07DT=0.005

Table 6 Comparison of failure pressures (MPa) at mastic and plywood 
                 Failure
                 Criteria 
Skewness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Mastic
 Plywood 

(Vert. 
Comp.)

0.2                     9.25      31.47    2.14      7.09      1.21      3.97      0.85      2.76      0.86      2.79      

0.3                     9.25      31.41    2.14      7.09      1.19      3.95      0.88      2.86      0.91      2.94      

0.4                     9.25      31.41    2.13      7.06      1.19      3.93      0.91      2.97      0.94      3.03      

0.5                     9.25      31.41    2.12      7.03      1.19      3.92      0.94      3.06      0.94      3.04      

0.6                     9.25      31.41    2.11      7.00      1.18      3.91      0.95      3.09      0.94      3.06      

0.7                     9.25      31.41    2.10      6.95      1.18      3.91      0.96      3.09      0.98      3.16      

0.8                     9.25      31.41    2.09      6.92      1.18      3.90      0.96      3.09      1.03      3.33      

0.9                     9.25      31.41    2.08      6.90      1.18      3.90      0.96      3.13      1.12      3.59      

1.0                     9.25      31.41    2.07      6.87      1.18      3.89      0.99      3.21      1.23      3.96      

1.1                     9.25      31.41    2.06      6.84      1.18      3.89      1.00      3.25      1.35      4.35      

1.2                     9.25      31.41    2.05      6.84      1.17      3.88      1.02      3.32      1.47      4.75      

1.3                     9.25      31.41    2.05      6.82      1.17      3.89      1.07      3.47      1.59      5.14      

1.4                     9.25      31.41    2.04      6.79      1.18      3.89      1.08      3.50      1.68      5.44      

1.5                     9.25      31.41    2.04      6.79      1.18      3.90      1.05      3.41      1.69      5.49      

1.6                     9.25      31.41    2.04      6.79      1.19      3.93      0.99      3.24      1.49      4.83      

1.7                     9.25      31.41    2.03      6.77      1.21      3.96      0.96      3.11      1.32      4.29      

1.8                     9.25      31.41    2.03      6.77      1.22      4.01      0.94      3.06      1.14      3.71      

1.9                     9.25      31.47    2.04      6.79      1.23      4.05      0.94      3.06      1.03      3.37      

DT=0.001 DT=0.01 DT=0.05 DT=0.07DT=0.005



4.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강도평가 과정이 구조응답 관점에서 슬

로싱 충격파의 많은 파라미터를 규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선형 동적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최대 압력치, 지속시간, 
skewness의 충격파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또한 멤브레인 구조의 허용기준과 슬로싱 압력에 관
련된 간략화된 파괴압력에 대해 기술하였다. 하중 지속시간과 
skewness로 특징 지워진 삼각형파를 고려한 일련의 선형 동적해
석을 수행하여 설계기준으로 사용할 파괴압력을 도출하였다. 구
조 요소의 파괴를 평가하기 위해 극한 슬래밍 압력을 선택하고 
파괴 압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석결
과의 평가를 통하여 방열시스템에서의 최대 응력은 매우 짧은 순
간의 충격하중 하에서는 skewness 보다는 하중 지속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노문에서는 모델실험을 통해 얻은 슬로싱 압력과 방열 시
스템의 일련의 강도 평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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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형 LNG 화물창의 강도 평가를 위한 분사 모델 적용 
 

황세윤(인하대학교), 이장현(인하대학교),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반일환(인하대학교) 
 

요 약 
 

Sloshing pressure has been identified 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safety of LNG (liquefied natural gas) cargo
transportation. In terms of practical design procedures for LNG cargo containmen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sloshing impact 
and structural response in realistic way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sloshing phenomena, which is a type of fluid-structure 
interaction. A simplified numerical model is conducted to create an assessment procedure for sloshing impact in
partially-filled LNG cargo tanks. A computational procedure based on an impinging jet of LNG acting on an insulation panel
is employed in order to evaluate the sloshing impact on a real cargo tank. The velocity of the impinging jet is determined by
a similarity rule that scales up the impact velocity from a small scale to that of actual scale. Several procedural components
are introduced for a structural response calculation based on transient pressure. The transient pressure is associated with
the model test, computational model of sloshing motion and the impact velocity of both model and real scale. The results of 
proposed procedure are evaluated by comparison with ship yard practice for membrane containment that. 
 
Keywords: Sloshing, Impinging jet, Fluid-structure interaction LNG cargo containment system.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LNG 

선박의 건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의 크기도 260K 
이상으로 대형화 되고 있다. 또한 운항 조건에 따라 LNG 
운반선, FPSO, FSRU 등의 선박의 운항 환경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LNG 화물창의 구조적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LNG 운반선은 대표적인 고부가 선박이지만 기술 특성 상 
슬로싱 하중을 고려한 설계 적용 절차는 BV, ABS, LR, 
DNV와 같은 해외 선급과 GTT와 같은 화물창 제조사에 
의하여 기술이 선도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조선소들도 각 
해외 선급에서 개발한 슬로싱에 의한 안전성 판단 기법에 
따라 화물창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 화물창 설계 절차 및 안전성평가 기법 기술이 외국 
선급 등에 종속되고 있다(Lee, et al., 2010). 

슬로싱 현상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형 실험을 이용하여 슬로싱 압력을 계측하고 이 
압력을 설계 및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상화 한 후 
정적/동적 구조 안전성 해석 및 평가와 함께 유체-구조 상호 
작용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슬로싱에 의한 강도평가를 위해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local zooming FSI 기법을 이용한 

MARK Ⅲ 방열판의 직접 강도 평가법도 제안되어 있으며, 
Exxon Mobile과 GTT의 공동 연구에서는 수치 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치를 정의하고 안전성 평가 기준 제시를 위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슬로싱 현상의 비선형적인 
현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full scale의 방열판을 이용한 
3-point bending test, longitudinal/thru-thickness 
compression test, notched-shear test, toughness test, 등의 
실험적 연구를 기초로 한 슬로싱 강도 평가 절차도 제시되어 
있다(Ito, et al., 2008, Issa, et al., 2009, Kuo, et al., 2009, 
Ryu, et al., 2009). 그러나 현재 슬로싱 강도평가를 위한 
선급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구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를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ABS 선급에서 제시한 방법으로써 모형 실험을 
통해 획득된 압력이력을 이상화 시키고 scale law를 
적용하여 확장한 후 정적/동적 해석 및 유체-구조 연성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유체-구조 연성 
기법을 이용한 해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Lee, et al., 2010, Mravak,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에 의한 LNG 화물창의 
강도평가 절차 수립을 위해서 모형 실험의 압력이력을 
이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상화된 슬로싱 
하중을 이용하여 Mark III 방열판에 대한 정적,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분사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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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사모델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2. LNG 화물창 강도평가 절차 
 
본 연구에서 제시한 LNG 화물창의 구조 강도 평가 

절차는 Fig. 1에서와 같이 모형 실험에 의해 결정된 하중을 
이용한다. 따라서 기 실행된 모형 실험에 의한 압력 이력 
결과에 대하여 최대 압력 값을 scale up 하여 이상화된 
압력으로 변환하고, 산정된 하중을 Mark III CCS 구조 모델에 
적용하여 구조 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시된 강도평가 절차에서 구조 강도 평가는 아래 나열한 
바와 같이 Level 1, Level 2, Level 3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Level 1과 Level 2 단계에서는 이상화된 압력을 
사용하여 정적/동적 강도평가를 수행하며 Level 3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사모델을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 강도평가를 수행한다. 각 단계별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Level 1: Static Structural analysis  
■ Level 2: Dynamic Structural analysis 
■ Level 3: Fluid 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마지막으로 각 Level 에서 평가된 구조응답은 최종적으로 

failure criteria를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 LNG 화물창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Fig. 1 Procedure of structural strength assessment for  

sloshing load 

3.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모델 
 

3.1 Mark III 구조해석 모델 
Mark III 타입의 화물창의 경우 Fig. 2 에서와 같이 thin 

corrugated membrane, plywood, R-PUF(Reinforced PUF), 
triplex membrane 그리고 mastic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R-PUF의 경우 triplex membrane에 의해 두 층으로 나뉘게 
되며, 전체 CCS system은 mastic에 의해 선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도평가 절차에 적용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은 방열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적 거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께가 얇은 Fig. 3에서와 같이 
membrane은 제외하고 응력이 주로 크게 발생하는 Mastic과 
R-PUF, Plywood, 에서의 응력 및 변형 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방열판과 함께 선체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방열재와 함께 선각 구조도 모델링 하였다.  

구조강도 평가 방법에는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하였으며, 
화물창은 25mm 크기의 3차원 solid 요소, 선각 구조는 
100mm 의 4각형 shell 요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각구조와 화물창은 접촉조건을 이용하여 구조강도 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의하였다.  

 

 
Fig. 2 Schematic view of Mark III insulation panel 

 

 
Fig. 3 FE model of LNG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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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부터 계산된 Level 1과 Level2의 하중은 최대 약 1.64 
MPa가 계산되었고, 유체-구조 연성해석인 Level 3 단계에서 
유체의 충격에 의한 최대 압력은 약 1.57MPa의 압력이 
발생하였다. Table 4는 각 단계에서 발생한 최대 압력과 각 
단계별로 설계 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parameter를 나타내고 
있다. 결정된 설계하중이 구조물에 가해졌을 때 LNG 
화물창에서 발생한 변형량과 stress는 Table 5에서와 같이 
각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Maximum pressures for structural response at each 
Level and parameters for scale-up 

 Maximum pressure 
(MPa) 

Parameters for scale law

Level 1 1.64 Peak pressure 
Level 2 1.64 Peak pressure, time 

one way FSI 1.57 Velocity 
two way FSI 1.57 Velocity 

 
Table 5 Maximum deformation and Maximum von-Mises 
stresses of CCS based on structural assessment 

 Maximum deformation 
(mm) 

Maximum 
von-Mises stress (MPa)

Level 1 10.94 80.3 
Level 2 9.24 43.7 

one way FSI 2.71 31.7 
two way FSI 1.54 13.5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에 의한 LNG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하기 위해서 절차모델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시된 절차 
모델은 모형 실험을 통해 획득한 압력이력을 이상화하는 
방법과 이상화된 압력을 이용하여 Mark III 방열판에 대한 
정적, 동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었다. 또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분사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사모델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슬로싱에 의한 LNG 방열판의 강도 평가를 위한 

절차 모델 제시 
 정적, 동적 강도평가를 위한 슬로싱 설계하중 방법 

제시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위한 분사 모델 제시 

 

본 논문에서는 슬로싱 강도평가를 위한 절차적 모델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각 단계별 강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불규칙 운동을 하는 실선의 모형 실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실선의 LNG 화물창 강도평가 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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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싱 충격하중에 대한  
FLNG 화물창 동적 구조 안전성 평가 절차 

 
오민한(현대중공업), 박태현(현대중공업), 문중수(현대중공업),  
심우승(현대중공업), 신현수(현대중공업), 이명섭(현대중공업) 

 
 

요 약 
 

FLNG의 화물창에서는 기존 LNG 운반선 화물창과 달리, LNG 화물의 부분 적재와 화물창의 대형화로 인해 매우 큰 슬로싱
충격이 발생하며, 슬로싱 충격은 화물창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하중으로 고려된다. 최근까지 슬로싱 충격에 대한
화물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유체-구조 연성 (FSI) 해석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계산시간이 방대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FLNG 화물창 단열시스템 설계에 적용이 용이한
방법으로 슬로싱 설계하중 정의에 기반한 화물창 강도 평가 방법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충격하중에 대한 FLNG 화물창 강도평가 절차를 개발하여 당사 독자모델인 Hyundai FLNG에 적용해
보았다. 모형시험을 통해서 슬로싱 충격 압력 시그널을 수집하여 설계하중으로 정의하고, 이를 화물창 단열시스템 구조에 동적
하중으로 적용하여 구조 강도를 평가하는 one-way 해석법을 적용하였다. 슬로싱 충격 rising time (압력 상승 시간)을 구조 응답의
주요 인자로 고려하였으며, 단위 충격량 응답 중첩법을 이용하여 과도 응답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다. 또한 UR (Utilization 
Ratio) 개념을 도입하여 화물창의 구조 안전성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절차가 FLNG 
안전성 평가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Keywords: FLNG(Floating LNG), LNG-FPSO(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Sloshing(슬로싱), Hyundai FLNG, Structural safety(구조 안전성), Model test(모형시험), CFD(전산유동해석), FSI(유체-구조 연성), Utilization 
Ratio 
 

1. 서 론 
 
LNG-FPSO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 

이후 FLNG)는 수명 동안 가스전에서 LNG를 연속적으로 
시추하여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LNG 운반선으로 하역하기 
때문에 화물창 내에 LNG 화물이 부분적재 상태로 존재한다. 
외부 파랑하중에 의해 야기된 부유체 운동이 부분 적재된 
LNG 화물의 유동을 유발하게 되어 화물창 단열시스템 
(CCS)에 큰 슬로싱 압력 하중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화물창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슬로싱 충격하중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슬로싱 하중은 그 크기에 있어서 
FLNG 설치 해역에 따라 기존 운항 중이던 LNG 운반선에 
비해 클 수 있으므로 FLNG 화물창 구조설계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화물창 설계 시 슬로싱 충격 현상에 대한 설계하중 

추정이 쉽지 않다. 슬로싱 설계하중을 얻기 위해 CFD 
(전산유동해석)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peak pressure (최대 압력 크기)와 rising time (압력 상승 시간)의 
산포도가 크고, 해석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슬로싱 모형시험에서 취득한 
압력을 실선 크기로 상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슬로싱 
설계하중을 추정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슬로싱 충격하중에 대한 화물창의 구조 응답은 재료의 
비선형성 및 저온, 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강도 
평가가 쉽지 않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슬로싱 모형시험을 
통해 실제 설계하려는 LNG 화물창에 대한 충격 압력 하중의 
계측 결과와 기존 40년간 운항으로 구조 안전성이 검증된 
140K LNG 운반선 화물창의 계측 압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즉 구조 응답을 고려하지 않고 충격하중의 상대 비교 평가를 
통해 구조 안전성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중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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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은 선체 구조와 화물창 단열시스템이 유사한 LNG 
운반선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FLNG 화물창 
구조는 구조 형상이 LNG 운반선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하중 
비교만으로 그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화물창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슬로싱 유동과 구조 
강성과의 연성을 고려한 유체-구조 연성 (FSI) 해석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해석프로그램 내에서 유체 
유동과 구조 응답이 동시에 직접 계산되기 때문에 해석자 
입장에서 계산이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화물창 전체 구조에 
대해 장시간의 슬로싱 충격 압력 및 구조응답을 해석하려면 
계산시간이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계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상의 한계를 극복한 실용적인 해석 
방법의 하나로서 유체-구조 연성을 고려하지 않고 슬로싱 
충격하중을 별도로 구하고 그 하중을 구조물에 적용하여 
구조 응답을 계산하는 one-way 해석법도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 충격이 지속되는 시간이 
구조물의 고유주기에 근접하는 경우 구조 응답이 크게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슬로싱 충격에 의한 선체 
구조 및 화물창 단열시스템 평가 시 이러한 동적 응답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화물창 안전성 평가 방법론 관련하여 선급과 
선주 등에서 지난 10년간 수행한 슬로싱 연구 성과들이 
선급 가이드라인이나 논문을 통한 방법론 제안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ABS, 2009, BV(a), 2011, BV(b), 2011, DNV, 
2006, LR, 2009, Issa, et. al, 2009, Kuo, et. al, 2009 and 
Yung, et. al, 2009). 당사에서는 최근 화물창 강도 설계에 
적용 가능한 수치해석적 평가방법으로 정규 설계파 기반의 
슬로싱 평가법을 제안한 바 있다 (Park,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one-way 해석 방법으로 FLNG 화물창 
설계에 적용이 가능한 설계하중 기반 화물창 구조 안전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절차에서는 화물창 
단열시스템의 동적 응답 특성을 고려하고, 구조 안전성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당사 독자모델 
Hyundai FLNG 화물창 구조에 대해 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개발된 슬로싱 평가 절차가 FLNG 
화물창 안전성 설계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평가 순서 

 
평가 절차는 크게 모형시험을 통해 슬로싱 설계 하중을 

정의하는 부분, 설계 하중에 대해서 동적 구조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허용 강도를 산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 
안전성이 검증된 LNG 운반선과의 상대 비교를 통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Fig. 1은 FLNG 

화물창의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Structural evaluation procedure against sloshing 
loads 
 

2.1 가진 시나리오 스크리닝 
 

다양한 해상조건 중 슬로싱 하중이 크게 유발되는 조건을 
선별하기 위해 1자유도 규칙 가진 스크리닝 방법 (1D 
regular screening method)을 적용한다. 가진 크기 및 가진 
주기 별 충격 압력 지도를 계산하고, 그 위에 발현 가능한 
장기 운동 응답 범위를 한정해서 최대 충격 압력이 발생하는 
가진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Fig. 2는 30% 적재 조건에서 
sway 운동에 대한 시나리오 선정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Sloshing pressure map and long term responses 
(sway motion, 30%) 

 



2.2 슬로싱 모형시험  
 

스크리닝을 통해 선정된 슬로싱 모형 시험 시나리오에 
대해 실선 5시간 수준 동안 슬로싱 모형시험을 수행한다. 
적재 조건 별로 슬로싱 충격압력이 최대가 나오는 
시나리오에 대해 2번 반복 시험을 추가하여 총 실선 15시간 
수준의 시험을 수행한다. Fig. 3과 같이 큰 슬로싱 압력이 
발생하는 tank top (탱크 윗면), upper chamfer (상부 챔퍼) 
그리고 side wall (탱크 측면) 위치에 단일 센서가 아닌 복수개의 
센서 가 설치된 클러스터 패널을 부착한다. Fig. 4는 단독 
센서와 클러스터 패널의 설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Cluster panel arrangements 
 

  
Fig. 4 Single sensor and clustered sensors in panel 
 
각 센서의 압력 시그널로부터 Fig. 5에서 정의된 방법으로 

peak pressure와 rising time을 추출한다. 클러스터 센서 패널 
2x2와 3x3 데이터의 평균도 추가로 계산한다. 

 

 
Fig. 5 Definition of maximum pressure and rising time 
 

2.3 구조해석  
 

슬로싱 충격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구조물의 동적 응답이 발생한다. Fig. 6과 
같이 rising time이 구조물 고유주기의 0.5 위치에서 가장 큰 
동적 구조 응답이 나타난다. 따라서 rising time은 동적 구조 
응답의 주요 인자가 된다. 

     

 
Fig. 6 Structural response according to rising time  
 
화물창 단열시스템의 동적 구조 응답을 고려하기 위해 

수행하게 되는 과도 응답 해석은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단위 충격량 응답 중첩법 (unit 
impulse method)을 이용한다 (ABS, 2006). 단위 충격량 
응답 중첩법은 단위 충격량에 대해 구조 응답을 계산한 뒤 
실제 구하고자 하는 충격 형태에 대해 계산 결과를 중첩해서 
응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Fig. 7은 단위 충격량 (삼각형 
시그널) 하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7 Unit triangular impulse 
 
 
평가할 부재의 항복응력을 허용응력으로 정의하고 단위 

압력에 의한 구조 응력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역으로 Fig. 
8과 같이 rising time에 따른 구조물의 허용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Fig. 8 Allowable pressure according to rising time 
 
 

2.4 구조 안전성 평가 
 

선체 구조 및 단열시스템의 평가 위치와 재질 및 충격 
특성에 따라 동적 허용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Fig. 9와 같이 UR (Utilization Ratio)을 
도입하였다.  

 

 
Fig. 9 UR (Utilization Ratio) definition 
 
 
실선 5시간 수준 3회, 총 15시간 수준의 슬로싱 시험에서 

계측된 충격 압력에 대해 모든 UR을 계산한다. 이를 Weibull 
분포 및 Generalized Pareto 분포로 근사하여 3시간 확률의 
UR을 추정한다. 모든 적재조건과 평가 위치에 대해 최대 
UR을 계산하여 아래 Table 1과 같은 형식으로 FLNG에 대해 
결과를 정리 할 수 있다. LNG 운반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UR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FLNG의 상대적인 
구조 안전성을 평가 할 수 있다. 

 
Table 1 UR (Utilization Ratio) Comparison 

 
 

3. FLNG 화물창 안전성 평가 
 
Fig. 10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절차를 적용한 

Hyundai FLNG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 Illustrative view of Hyundai FLNG (Image) 
 
Hyundai FLNG는 호주 북서부 해안을 대상으로 터렛 계류 

형식으로 개발되었다. LNG 화물은 GTT사 (Gaz Transport & 
Technigaz)의 Mark III형 화물창에 저장된다. Table 2는 
Hyundai FLNG의 주요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Hyundai FLNG 
Item Description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355.0 m
Breadth, moulded 70.0 m
Depth, moulded 35.0 m 
Maximum operating draught, moulded 14.5 m
 
Fig. 11은 LNG 탱크의 2열 배치 (2-rows)를 보여 주고 

있다. No.1 (터렛 근처) Port 방향 탱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 11 LNG Cargo tank arrangements 

3.1 슬로싱 모형시험 
 
CFD를 통해 선정된 총 23개의 가진 시니라오에 대해 

1/50 축척의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peak pressure와 rising 
time을 취득하였다. 높은 압력이 계측되는 조건에 대해 2회 
반복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2는 모형시험으로부터 취득한 개별 센서 및 
클러스터 센서 평균 압력의 통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2x2 센서 평균 압력은 개별 센서 압력의 50%보다 작게 
계측되었다. 이는 슬로싱 충격현상이 개별 센서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 3hrs extreme pressures of clustered panel  
(10% and 95%, Weibull Fits) 
 

3.2 구조해석 
 

슬로싱 충격 압력이 크게 계측되었던 탱크 side wall 
구조에 대해 Abaqus explicit을 이용하여 과도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단열시스템의 마스틱, PUF는 solid 요소, 
멤브레인, plywood와 선체는 shell 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단열시스템과 선체는 tied contact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13은 선체 구조와 Mark III형 단열시스템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 FE model of hull and CCS structure (Side wall) 
균일 단위 압력 하중 작용 시 하중 면적 증가에 대한 구조 

응답 변화를 계산해보았다. Fig. 14와 같이 개별 센서 하중 
면적 시의 응력에 비해 2x2 하중 면적 시의 응력이 약 2배로 
증가하고, 이후 하중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구조 응력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4 Structural stress variations according to loads 
areas 
 
탱크 side wall의 선체와 단열시스템의 구조 응답을 각각 

계산해 보았다. Fig. 15와 같이 선체에는 처짐이 가장 많이 

10% 95% 



발생하는 종통 보강재간 중간 위치와 단열시스템에서는 
종통 보강제와 마스틱 교차 지점에 근접한 plywood 위치의 
부재에 대해 동적 허용 압력을 계산하였다. 

 

  
Fig. 15 Locations of structural evaluation at side wall 
 

3.3 구조 안전성 평가 
 
모형시험에서 취득한 최대 압력과 선체 및 화물창 구조의 

허용 압력을 Fig. 16 및 Fig. 17에 나타내 보았다. 동적 응답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5시간 계측한 모든 압력들은 
정적 허용 압력 곡선보다 낮아서 모두 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적 응답 특성을 고려하면 일부 
계측 압력들이 허용 압력 곡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동적 응답 특성 고려 여부에 따라 안전성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물창 안전성 평가에 있어, 슬로싱 압력이 허용 압력을 
넘어가는 결과가 FLNG의 화물창 구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여야 한다. 정확한 실선 
슬로싱 충격하중 추정 및 구조 강도 평가, 즉 화물창 슬로싱 
절대 평가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안전성 평가는 기준선인 
LNG 운반선과 반드시 상대 비교 되어야 한다.  

Fig. 16에서 보면 빈도수가 많고 큰 압력이 나타나는 
rising time 구간에서 허용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주요 rising time 구간이 선체 부재의 고유주기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6 Allowable pressure and measured test pressure 
for hull (Side wall, 10% 15hrs 3x3 averaged) 
 

 
Fig. 17 Allowable pressure and measured test pressure 
for CCS plywood (Side wall, 10% 15hrs 3x3 averaged) 
구조 안전도의 정량적인 정의를 위하여 모든 계측 압력과 

해당 허용 압력으로 UR을 계산하였다. Fig. 18과 Fig. 19와 
같이 UR 값을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고 3시간 확률의 
Weibull 및 Generalized Pareto 분포로 근사값을 추정하였다. 
3시간 확률 근사값 근처에서 두 가지 근사 분포 모두 UR 
분포를 잘 모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FLNG 화물창 전체의 
정량적인 강도 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3시간 확률의 UR 값에 대해 FLNG 와 LNG 운반선의 상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Fig. 18 Statistical fits of Utilization Ratio (UR) for hull (Side 
wall, 10% 15hrs 3x3 averaged) 
 
 

 
Fig. 19 Statistical fits of Utilization Ratio (UR) for CCS 
plywood (Side wall, 10% 15hrs 3x3 averaged) 
 

UR 

UR 



본 논문에서는 side wall 부위, 10% 적재 조건에 대해 
개발된 평가 절차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았다. Rising 
time을 동적 구조 응답의 주요 인자로 단순화 하고 단위 
충격량 응답 중첩법을 적용하여 과도 응답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UR 개념을 도입하여 화물창 
구조 안전성을 정량화하여 LNG 운반선과의 상대적인 
강도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절차를 FLNG 화물창 안전성 

평가에 적용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선체 구조의 허용 압력 곡선을 살펴보면 큰 슬로싱 

충격이 발생하는 rising time 구간에서 선체 구조의 
동적 허용 압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구조 안전성 
평가에 있어 이러한 동적 응답이 주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2. 클러스터 센서 조합 평균 압력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센서에서 압력이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x2 클러스터 센서를 조합 평균하면 
압력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충격하중 면적에 따른 구조 응답 결과를 살펴 보면 
하중 면적이 2X2 조합 (1.0m x 1.0m) 이상으로 커 
지더라도 구조 응답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구조 안전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UR (Utilization Ratio) 
개념을 도입하였다. Weibull 및 Generalized Pareto 
근사 분포는 UR의 응답 분포를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절차가 FLNG 화물창 설계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동적 응답의 주요 인자인 rising 
time을 이상화하고 단위 충격량 응답 중첩법을 
적용하여 기존 평가 방법에서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6.  FLNG 구조 전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체와 Plywood 뿐만 아니라 마스틱과 PUF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고, 여러 위치와 적재 조건에 
대해서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최종적인 FLNG 화물창 슬로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기존 운항 중인 LNG 운반선에 대한 상대 비교 평가를 
추가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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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싱 충격 압력에 대한 Mark III type LNG CCS의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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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상 모형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슬로싱 충격압력 시계열 자료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세해석을 위한 전 단

계로서 압력시계열의 중요한 부분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간단한 해석을 통한 압력시계열의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해석 대상 구조의 모델링 범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삼각형 응답함수를 이용한 간이 해석법을 통해 
전체 슬로싱 충격 압력시계열에 대한 LNG 탱크 방열구조의 응답 결과를 고찰하였다. 특히 압력시계열과 응답시계열의 최대값 구
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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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슬로싱이나 슬래밍과 같은 유체유동으로 인한 충격현상은 본

질적으로 복잡하고 아직 그 물리적 거동이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체유동의 엄밀한 해석을 바탕
으로 충격압력을 계산하여 실선의 구조설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밀한 이론적 수치적 해석법과 
병행하여 실험과 계측을 실시함으로써 슬로싱 충격압력의 시계
열과 함께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해석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ABS(2009) 및 노인식 등(2011)이 제안한, 충격 
압력의 시계열을 여러 개의 삼각형 impulse로 분할하고, 하나의 
단위 삼각형 impulse에 대한 구조응답만을 구하여, 이를 조합, 
전체 충격 압력 시계열에 대한 해를 구하는 간이해석 방법은 주
목할 만하며, 실제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압력 data가 워낙 방대
한 분량이기 때문에 통상 압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구간을 
선별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열 panel의 위치와 선체 모델링 범위 등 여
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모델링하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타당한 
결과를 주며 해석 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모델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전 연구에서 검증된 삼각형 응답함수를 이용한 간이해석
법을 실제 Mark III형 멤브레인 탱크 방열구조에 적용하여 슬로싱 
압력에 대한 방열구조의 시간영역 과도응답을 빠른 시간 내에 계
산함으로써 구조응답이 큰 구간을 직접 선별, 검토함으로써 설계 
하중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구조해석 모델링
대상구조물의 모델링 범위를 방열 panel과 방열 panel+선체에 

대해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적 
과도응답 해석에 적용될 해석 모델을 선정하였다.

2.1 방열구조의 구조해석 모델링
본 장의 연구에서는 방열 panel 중 두께가 얇아 panel 전체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Triplex 유무에 
따른 모델과 방열 panel의 위치에 따른 모델, 선체 구조의 범위
에 따른 모델에 대해 정적해석과 시간영역 과도응답해석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이면서도 해석 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모델링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
대상구조물의 선체 모델링 범위는 Fig. 1에서 보인바와 같이 

멤브레인형 Mark III type LNG 탱크 중앙부의 선측 부분으로 국
한하였다. Frame Space는 3,200mm이고 탱크의 크기를 고려하

여 9 Frame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Triplex 유무에 따른 경우 
방열 panel 자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선체 추가 모델의 경우 방열 
panel의 위치는 선측의 종통 스트링거 위에 위치한 모델과 일반 
보강재 위에 위치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LNG 화물창 내부에 작용하는 슬로싱 충격압력은 Fig. 2와 같
이 방열 panel에 직접 작용하여 변형과 응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
니라 지지부가 되는 선체의 변형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방열 구
조에 2차적인 응력을 발생시킨다. 결국 방열 구조의 구조 응답은 
직접적으로 방열 panel에 작용하는 압력과 지지 구조의 변형에 
의한 응력 영향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슬로싱 충격압력은 방열 panel 상부를 덮고 있는 
주름진 stainless steel재질의 멤브레인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멤
브레인의 자제적인 강성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으로 간
주하여 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방열 panel들 사이
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은 부드러운 PUF로 채워지므로 
panel들 간의 상호작용 역시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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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 구조의 모델링 범위에 따라 지지부의 강성이 달라질 
수 있고 방열 구조의 응답 또한 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
에 선체 구조의 모델링 범위를 달리하여 Fig. 3과 같은 8개의 경
우에 대한 정적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 그 영향을 
고찰하였다.

방열 panel의 크기는 3,030(폭)×990(길이)mm이고, 모델링 
경우는 선체 모델링 범위에 따라 9 Frame 전체를 모델링한 a, 1 
Frame만을 모델링한 c, 3 Frame을 모델링한 e, 3 Frame을 모델
링하였지만 횡 방향으로 두 보강재 간격만을 모델링한 h, 그리고 
위 4가지 모델링에서 outer plate를 경계조건으로 대체한 b, d, 
f, g등 총 8경우로 모델링하였다. 이때 a, c, e의 선체 사이드는 
고정단으로, b, d, f는 선체 사이드와 하단을 고정단으로 하여 
outer plate를 대체하였다. 그리고 g는 다른 해석 모델과 달리 
inner hull의 사이드를 높이 방향으로 거동할 수 있게 하였고 h는 
g의 모델 중 선체 하단을 고정단으로 하여 outer plate를 대체하
였다. 여기에 추가로 Fig. 4와 같이 방열 panel 자체만 모델링하
고 Mastic 하단을 고정하여 선체의 탄성지지 효과를 배제한 결과
를 도출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case 0). 이때, 방열 panel
의 요소 크기는 Mastic 하나 크기인 25×25(mm)이다.

재료 물성치
Mark III 방열 구조는 주성분인 Reinforced-PUF(이하 R-PUF)

와 받침대 역할을 하는 Plywood, 선체와 접합을 위한 Mastic, 1
차 방벽인 SUS Membrane, 그리고 2차 방벽인 Triplex등 5개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두께가 얇아 panel 전체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1차 방벽인 SUS Membrane은 본장의 연
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R-PUF와 Mastic은 등방성 재료로 
간주하였고, Plywood는 이방성 재료 특성을 적용하였다. 본 연
구에 적용된 CCS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Fig. 1 Modeling range & Position of insulatio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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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odeling cases according to scope of hull modeling

Fig. 2 Structural response of insulation system



Fig. 4 Modeling of insulation panel (case 0)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CS
    

Mastic 2880 1500 0.3
Plywood E1=E2=8900

E3=520 710 0.17
R-PUF 84 120 0.18
Triplex 13133 2500 0.3

하중 조건
정적해석의 경우 단위 정수압에 대한 구조거동을 구현하기 위

해 Fig. 5와 같은 1Pa의 정적 단위 압력을 방열 panel 상단에 균
일하게 작용하는 하중조건을 각각의 모델링에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시간영역 과도응답해석의 경우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장 단순한 삼각형 형태(Skewness parameter, S = 1)의 충격하중
을 적용하였다. 이때, impulse의 작용시간을 방열 박스의 1차 고
유 진동주기와의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내어 ~
(   ,  = 방열 panel의 1차 고유진동수)까지 7
단계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동적 과도응답해석의 시간
증분 크기는 해의 수렴성을 고려하여 압력의 증가 및 감소 구간
을 각각 20개 time step 으로 분할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해석 결과
방열 panel 위치와 선체 범위에 따른 모델링, 즉 16가지 해석 

모델 그리고 방열 panel 자체만의 모델에 대하여 각각 정적해석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정적해석 결과를 
근거로 3가지 경우의 모델링에 대해 시간영역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정적 해석
먼저 Triplex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case 0의 방열 panel 

자체 모델에서 Triplex를 포함시킨 모델과 Triplex를 제외한 모델
에 대하여 각각 정적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최

Fig. 5 Loads condition of static analysis

Fig. 6  Triangular impulse

Table 2 Static stress components by Triplex     
(Unit : Pa)

With Triplex Without Triplex
 3.0346 3.0349
 18.3079 18.3079
 -0.5594 -0.5595
 0.6994 0.6992

Table. 3 Comparison of static stress components for unit 
pressure in each loads condition      

(Unit : Pa)
Loads on 

insulation panel
Loads on 

insulation panel
+ inner hull

 32.63 35

대 응력이 나타나는 절점에서 계산된 각 성분별 응력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Triplex 추가 모델에 대한 각 성분별 응력 결과
가 그렇지 않은 모델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석 
결과를 통해 Triplex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방
열 panel 모델링에서 Triplex는 제외 하였다.

그리고 실제 유체 충격력은 하나의 방열 panel이 아닌 모든 
방열 panel 표면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고려한다
면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체
지지 구조의 변형에 따른 영향은 방열 panel 자체에 작용하는 압



Table 4 Static stress components of unit pressure in each FE models 
                                              (Unit : Pa)

model (0) (a) (b) (c) (d) (e) (f) (g) (h)


Case 1 -1.484 -1.729 -1.664 -1.727 -1.722 -1.722 -1.664 -1.673 -1.672
Case 2 -2.365 -2.336 -1.838 -1.838 -2.344 -2.315 -2.327 -2.296


Case 1 16.01 32.118  32.63 37.896 37.917 32.429 32.633 32.371 32.4
Case 2 31.072 31.498 38.036 38.036 31.069 31.333 31.320 31.109


Case 1 -0.602 -0.834 -0.831 -0.89 -0.887 -0.834 -0.831 -0.83 -0.827
Case 2 -0.983 -0.98 -1.003 -1.003 -0.981 -0.977 -0.962 -0.96


Case 1 -0.700 -0.999 -1.013 -1.121 -1.111 -0.999 -1.013 -1.009 -1.009
Case 2 -1.323 -1.319 -1.43 -1.43 -1.327 -1.317 -1.286 -1.287


Case 1 -0.526 -0.686 -0.677 -0.721 -0.719 -0.685 -0.677 -0.674 -0.674
Case 2 -0.817 -0.813 -0.774 -0.774 -0.813 -0.809 -0.804 -0.799


Case 1 -0.017 0.003 0.007 0.006 0.006 0.003 0.006 0.004 0.004
Case 2 -0.036 -0.035 0.006 0.006 -0.035 -0.033 -0.037 -0.034

력 외에 나머지 주위 panel에 작용하는 압력 역시 고려되어야 한
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의 방열 
panel에만 하중을 작용시킨 경우와 이웃 방열 panel 표면 전체에 
하중을 작용시킨 경우의 응력을 비교해 본 결과, Table. 3과 같
이 약 7%정도 응력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로부터 이웃 방열 panel에 작용하는 압력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방열구조의 응답은 국부적 거동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한 개 방열 panel 만 모델링하여도 전체적인 해석 결
과에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방열 panel 자체만을 모델링 한 model (0)의 경우와 비교하여 
각 성분별로 Table. 4에 정리하였다. 대체로 방열재의 폭 방향 
축응력 성분 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성분을 기준으
로 고찰하였다. 선체 강성을 고려하게 되면 방열 panel만을 모델
링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큰 응력이 작용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선체의 변형에 따른 응력 성분이 방열 
panel 자체 변형의 영향과 거의 대등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리
고 (c), (d)가 다른 모델링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선체 모
델링 범위가 너무 좁아 방열 panel에 인접한 선체 사이드의 경계
조건이 높이 방향 거동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체 모델링 범위가 좁으면서 높이 방향 거동이 자유로운 (g), 
(h)에 대한 결과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outer plate를 
모델링한 경우와 이를 경계조건으로 대체한 경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길이 방향으로 방열 panel 길이의 3배 이상
의 범위, 즉 3 frame이상을 모델링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영역 과도응답 해석
위의 정적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model (a), (e), (h)을 

선정하고 시간영역 과도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모델에 대하여 단위 impulse의 삼각형 충격하중에 대하여 
지속시간을 변화시켜 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위의 시간
이력 중 최대치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최대 변위는 작용시간
이길 때 차이를 보이다가 작용시간이 짧아질수록 비슷한 크기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압력의 작용시간이 /8 이하이면 
해가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충격하중의 지속시간이 구조물
의 고유진동 주기보다 상당히 짧은 경우에는 구조응답이 작용하
중의 역적에 의존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적용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선체 강성을 고려한 방열 구조에 대한 구조 응답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충격 압력 impulse의 작용시간이 짧아질수록 전
체 모델인 (a)와 부분 모델인 (e), (h)의 결과가 근접하고 있어 두 
부분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h)만으로도 효율적이
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의 해석
은 model (h)로 수행한다. 
Table. 5 Maximum displacements according to the duration 
time of pressure impulse    

(Unit : ×10-9mm)
Duration Time (a) (e) (h)

4 2.00072 0.55427 1.78945
2 3.55102 0.86167 2.92386
 5.09009 4.37758 4.37171
/2 9.36215 9.24948 9.24938
/4 14.2932 14.2856 14.2856
/8 15.082 15.082 15.082
/16 15.1067 15.1067 15.1067



4. LNG선 CCS의 동적 과도응답 해석
모형실험의 슬로싱 충격압력을 실선으로 확장하고 간이해석법

을 통해 얻어진 동적 과도응답 해석 결과를 준정적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4.1 Scale Law 및 실선 확장법
슬로싱 자체가 워낙 물리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

문에 실선시험이 아닌 이상 모든 물리량을 합리적으로 축척할 수 
있는 모형시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형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압력을 실선 압력으로 변환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Froude 압력 축척법칙은 jet형 슬로싱 
충격과 같은 비압축성 유체 충격에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슬로싱 충격 시 쇄파나 탱크 모서리 부근 처럼 gas 
entrap 효과가 포함되면 유체와 탱크 벽체 사이에 같힌 gas가 압
축성 거동을 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Froude 축척은 충격 압력에 대해 너무 보수적인 결과를 주게 되
어 CCS를 너무 중구조로 설계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이 제안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도 다음과 같은 Froude 축척
계수를 적용한다.

Pressure scaling law :   
  (1)

Time scaling law     :   




 (2)

여기서,
,  : the pressure at full scale and model scale respectively
,  : the length at full scale and model scale respectively
,  : the density at full scale and model scale respectively
,   : the time at full scale and model scale respectively

4.2 모형실험 계측 결과의 실선하중 변환
1/50 scale, sampling frequency 20kHz의 모형실험 중 15% 

filling level과 95% filling level을 통해 얻어진 탱크 유체 충격압
력 시계열 이용하여 동적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실험
은 총 2500sec 동안 실행되었고, 모형실험의 sampling rate는 
0.00005초이므로 모형실험의 압력 data를 실선으로 확장하기 위
해 식 (1), (2)를 적용하여 압력의 sampling 시간과 충격압력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3)

Fig. 7 Position of pressure gages at 15% Filling Level

Fig. 8 Position of pressure gages at 95% Filling Level

  





  sec (4)

실제 CCS 의 동적응답해석에 있어서 시간증분의 크기는 모형
시험의 sampling 주기를 실선으로 변환한 식 (4)의 값을 적용하
였다. 이때, 간이 해석법의 삼각형응답함수를 구하기 위한 시간
증분의 크기는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으로 하였다. 

Fig. 7은 15% filling level일 때, Fig. 8은 95% filling level일 
때의 슬로싱 충격압력 계측위치이다.

4.3 동적 과도응답 해석 결과 및 고찰 
2500 sec 동안 계측되었던 15% filling level 및 95% filling 

level의 모형실험의 전체 압력시계열에 대하여 구조응답을 계산
하고 관심 구간을 선정하였다. 2장에서 선정한 선체 복합 부분 
Model (h)와 방열 panel 자체 모델(Model (0))에 대한 준정적 해
석과 동적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고, 15% filling level에서의 해
석 결과를 Fig. 9, Fig. 10 및  Fig. 11에 보였다. 또한 zooming 
하여 Fig. 12에 보였으며 최대 변위의 크기를 Table. 6에 다시 정
리, 비교하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95% filling level에 대해Fig. 
13 ~ Fig. 16, Table. 7에 정리하였다. 이때 관심 구간 선정을 
위해 충격 압력시계열과 비교는 동일한 형태를 갖는 준정적 해석 
결과와 비교로 대체하였다.



Fig. 9 Displacement time histories of quasi-static analysis

Fig. 10 Displacement time histories of dynamic analysis

Fig. 11 Displacement time histories of dynamic analysis for 
insulation panel alone

Fig. 13 Comparison of displacement time histories
by 2 analysis methods (5067.9 sec)

Table. 6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s for 15% 
filling level           

(Unit : mm)

Time(sec) Model (h) Model (0)
Quasi-Static Dynamic Dynamic

1751.54 4.168 4.368 2.227
3389.02 3.622 3.762 1.881
5067.91 5.085 4.114 3.392
6382.72 3.621 3.187 2.243
7867.15 4.041 4.182 2.345

Fig. 14 Displacement time histories of quasi-static analysis

Fig. 15 Displacement time histories of dynamic analysis

Fig. 16 Displacement time histories of dynamic analysis for 
insulation panel alone



Fig. 18 Comparison of displacement time histories
by 2 analysis methods (13663.9 sec)

Table. 7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s for 95% 
filling level           

(Unit : mm)

Time(sec) model (h) model (0)
Quasi-Static Dynamic Dynamic

2566.35 7.442 8.135 4.328
6818.14 4.602 5.217 2.586
9645.79 5.226 5.187 3.628
12007.10 4.392 5.539 3.196
13663.90 11.751 10.355 6.811

선체구조를 함께 고려한 model (h)와 방열 panel 자체만의 
model (0)에 대한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방열 panel
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할 때 선체 구조의 탄성지지 효과를 무시
할 수 없고 따라서 반드시 선체구조를 함께 모델링에 포함시켜야
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준정적 해석 결과를 동적과도응답해석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압력의 peak impulse에 대한 초기응답 이후 이어지는 과도응답
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방열 panel 자체 거동과 유
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어 선체 구조의 탄성지지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최대 응답치 자체는 큰 차이
가 없는 결과를 주고 있어 경우에 따라 동적과도응답해석 대신 
준정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 결 론
Mark III type LNG CCS 슬로싱 충격압력에 대한 구조응답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선체 탄성지지 영향을 고려한 여러 가
지 모델링에 대한 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이며 계
산시간 단축에 용이한 모델링 방안을 검토 및 슬로싱 충격압력에 
대한 동적 과도응답을 해석하기 위하여 ABS에서 제안되어진 방
법을 개선한 간이해석법을 적용함으로써 충격압력 시계열에 대
한 동적 과도응답 해석이 용이해졌고 모형실험으로부터 나오는 

대량의 충격압력 data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충
격압력 시계열에 대한 동적 과도응답 해석이 가능해졌고 최대 압
력구간과 최대 응답구간의 검토를 통해 설계하중 산정에 있어 합
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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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기법을 이용한 수중 센서의 소음차단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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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중센서의 음향성능 및 소음 차단구조 성능 파악을 위하여 여러 가진력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를 이용
하여 수중 몰수체를 내부에서 단위속도로 가진 하였고, 몰수체 외부에서 평면파에 대해 소음 차단구조 성능을 파악하였다. 내부가진에 의
한 센서위치에서의 음압차단률은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음압차단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구조진동
차단률의 경우는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평면파의 경우 주파수 별로 음압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소폭 음압이 상승함을 보였다. 이를 위하여 구조와 유체를 연성해석하는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Keywords: 음향성능, 소음 차단구조 성능, 해수압, 자중, 구조건전성, 내부가진, 평면파, 구조안전성, FSI기법  

 
 

1. 서 론 
 
수중센서는 수 Hz에서 수백 kHz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신호

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신 성능은 표적을 식별해내는 기능
을 구현한다. 수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적에서 발생
하는 소음이외의 소음은 최대한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서 외부
소음원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중센서는 계속적으로 내부소음원과 외부소음원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내부소음원과 외부소음원은 각각 자체장비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의 기계류진동과 외부유동에 의한 유체소음이 대
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부에서의 기계진동과 외부 평면
파에 대한 전산유체역학과 구조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러
한 전산유체역학과 구조해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산해석기법
을 FSI(fluid-structure interface)라고 한다. FSI는 크게 두가지방
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1-way FSI 이고 두 번째는 2-way 
FSI이다. 1-way FSI방법은 유체력이 구조에 외력으로 적용되고, 
이로 인해서 구조의 경계에서 변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유
체력에 다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구조의 반력이 유
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고 판단할 때 사용한다. 2-way 

FSI는 유체와 구조의 영향을 모두 고려할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
물에 적용된 유체력과 이로 인해 구조에 생긴 변위, 속도, 압력
등이 유체에 다시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수렴할때까지 계속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해
석을 위해서 2-way FSI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을 위한 상용
프로그램은 ANSYS를 사용하였다. 

 
2. 이 론 

 
Skelton(1997)은 다층구조를 각 층의 경계에서의 연속 

조건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하나
의 층은 탄성층과 유체층 모두 상, 하의 경계 면에서 직교
좌표계의 세 방향에 대해 변위와 응력 또는 변위와 압력의 
연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렬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관계를 
이용하여 각 층에서 강성행렬과 변위와 힘으로 표현되는 
관계식을 얻었다. 이 행렬들의 조합(assembly)으로 다층구
조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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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층에서의 음압은 다음과 같다 
 
( ) ( ) ( )ziAziAzp γγβα −+= expexp,, 21                     (1) 
 

여기서, 222 βαγ −−= k 이고, ck /ω= 이다. c 는 음속
이고, ( )zp ,,βα 는 각각 x , y  방향으로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된 음압스펙트럼이다. 위 식에 층의 아래 경계, 

0=z 과 층의 위 경계, hz = 에서의 음압과 변위의 연속조건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강성행렬과 변위, 힘의 관계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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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힘의 작용방향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hSz ,,βα ( )hp ,,βα−                                          (3) 
 
 ( ) ( )0,,0,, βαβα pSz =                                            (4) 
 

반면 탄성층에서의 구성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u ×∇+∇= F                                                        (5) 
 
( ) ( )HG −×∇+= ,0,0,0,0P                                       (6) 

 
이때 탄성선형변위 식은 다음으로 표현된다. 

 
 022 =+∇ FkF l                                                        (7) 

 
022 =+∇ GkG s                                                         (8) 

 
022 =+∇ HkH s                                                        (9) 

 
여기서, ll ck /ω= 이고, ss ck /ω= 로 lc 과 sc 는 각각 종파
(longitudinal wave)와 횡파(shear wave)의 속도이다. 식 (7)-(9)

의 푸리에변환 된 일반해는 다음과 같은 지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ziAziAzF ll γγβα −+= expexp,, 21                (10) 
 
( ) ( ) ( )ziAziAzG ss γγβα −+= expexp,, 43               (11) 
 
( ) ( ) ( )ziAziAzH ss γγβα −+= expexp,, 65               (12) 
 

여기서, 222 βαγ −−= ll k 와 222 βαγ −−= ss k 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미지수항으로 표현되는 변위관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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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 (10)-(12)를 이용하여 힘과 변위의 관계를 이용하면 
미지수항으로 표현되는 응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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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층과 마찬가지로 층의 아래 경계와 위 경계에서의 연속

조건을 이용하여 미지수 행렬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강
성행렬과 변위행렬, 힘행렬로 표현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0,,
0,,

,,
,,
,,

0,,
0,,
0,,

,,
,,
,,

],[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βα

z

y

x

z

y

x

z

y

x

z

y

x

S
S
S

hS
hS
hS

u
u
u

hu
hu
hu

D
                        (19) 

 
유체층과 탄성체층으로 구성된 다층구조물은 각 층에서 유도

된 식 (2)와 식 (17)의 행렬의 조합으로 지배방정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 ] ( ){ } ( ){ }βαβαβα ,,, EuZ =                                 (20) 

 
3.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 고려한 수중센서는 Fig. 1에 보는 것과 같다. 내

부는 공기와 접해있고, 제진재, 차음재, 흡음재가 있는 바깥부분
은 물과 접해있다.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구조로부터의 소음방사와 외부에서의 평면파를 구현하기 위
해서 구조와 유체를 커플링(coupling) 시키는 FSI(fluid-structure 
interface)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1 해석모델 

 
Table 1 해석모델에 대한 물성치 

No. ρ 
[kg/m3] E ν 비고 

1 7850 2×1011 0.3 구조물 
2 950 0.5×107 0.499 제진재 
3 800 0.26×107 0.46 차음재 
4 1500 0.6×108 0.48 흡음재 

 
4. 해석결과 

 
가진 조건은 두가지로 첫 번째는 수중센서 밑부분에 단위속

도 1 [m/s]로 가진을 하였고, 두 번째 조건은 유체영역 가장 오
른쪽라인에 1 [Pa]의 압력으로 가진 하여 평면파를 구현하였다. 
음압차단률 및 구조진동차단률의 측정위치는 Fig 2과 같다. 

음압차단율률과  구조진동차단률은 각각 식(21)과 (22)로 표
현하였다. 

 
)log(20

0P
Pp n

l ×−=                                                   (21) 

)log(20
0V

VV n
l ×−=                                                    (22) 

 
여기서 Pl은 음압차단률이며, Vl 은 구조진동차단률이다. 또한 

P0=10-6[Pa]이고, V0=1[m/s] 이다. 
 



 
(a) 음압차단률 측정위치 

 
(b) 구조진동차단률 측정위치 

Fig 2 측정위치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한 음압차단률 및 구조진동차단률
의 평균 값의 그래프는 Fig 3과 Fig 4이다. 음압차단률의 경우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음압차단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구조진동차단률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Fig 3 측정다섯포인트의 평균 음압차단률 

 

Fig 4 측정다섯포인트의 평균 구조진동차단률 
 

평면파의 경우 1,2,3,4,5 kHz에 대해서 transient 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5, Fig 6, Fig 7, Fig 8, Fig 9은 각 주파수별 5지점에
서의 평균 압력을 나타낸다. 

1,2kHz의 경우는 파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도 큰 변화
가 없지만 3,4,5kHz에서는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어느 정
도의 압력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파수의 특징
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저주파가 변
동폭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Fig 5 주파수 1kHz에서 5지점의 평균 음압 



 

Fig 6 주파수 2kHz에서 5지점의 평균 음압 

 

Fig 7 주파수 3kHz에서 5지점의 평균 음압 

 
Fig 8 주파수 4kHz에서 5지점의 평균 음압 

 

Fig 9 주파수 5kHz에서 5지점의 평균 음압 
 

4. 결 론 
 
본 연구는 2-way FSI 방법을 이용하여 수중센서의 음향성능 

및 소음 차단구조 성능을 파악 하였다. 단위속도로 선체를 가진
한 경우 측정위치에서 음압 레벨의 경우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
라 음압 레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속도레벨은 올라
가는 경향을 보인다. 평면파의 경우 저주파수에서는 정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압력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고주파수
로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센서의 수신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가진에 의한 영향을 최
대한 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중센서가 구조적으로도 안전
한지도 함께 연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음차단구조에 대
한 연구와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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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션 초생 단계에서의 실선 광대역 소음 스펙트럼 추정을 
위한 상사법칙 도출

박지수(서울대학교), 이정훈(삼성중공업), 성우제(서울대학교)

요 약

To estimate a prototype noise spectrum from model noise spectrum by TVC (Tip vortex cavitation), the scaling law
based on physical situation of TVC was developed. ITTC rule just scaled maximum bubble radius to propeller diameter
and the number of bubbles generated in unit time to propeller rotation speed. So, to apply TVC situation in ITTC rule,
McCormick exponent that reflects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of cavitation number between prototype and model in 
same TVC shape depends on Reynolds number is used along with ITTC rule. On the other hand, scaling law reflecting 
physical basis of TVC is derived based on Rayleigh-plesset equation and Rankine vortex model and is used along with
McCormick exponent. Finally, the estimated prototype spectrum from model data thorough newly developed scaling law
is compared with measured prototype spectrum to verify validity of developed scaling law.

Keywords : Scaling law(상사법칙), Tip vortex cavitation(TVC,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ITTC rule(ITTC 소음 상사 법칙), McCormick 
exponent(McCormick 지수), Rayleigh-plesset equation(Rayleigh-plesset 방정식), Rankine vortex model(Rankine 보텍스 모델)

1. 서 론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TVC)은 날개 끝에서 공동의 초기 

발생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초기 공동 발생 단계의 다
양한 문제들과 관련된다. 따라서, 케비티 초생속도(CIS) 지연, 
TVC에 의한 소음 레벨 감소, 실선의 케비티 초생속도 추정의 관
점에서 TVC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TVC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선의 
캐비테이션 초생 단계에서 소음 레벨이 정확히 추정되어야 한다. 
케비티가 성장함에 따라 소음 레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캐비테이
션 초생 단계에서의 소음 레벨은 일반적인 선박 운항 시에 소음
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선박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어 경제적인 이점을 도모할 수 있다. 

TVC의 물리적인 이해를 위해, 다양한 실험적, 수치적 연구들
이 진행되어왔다. Robert Latorre 는 TVC에 의한 소음 양상과 모
형과 원형의 TVC 상사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원형 수중익
선과 그것의 1/4 크기의 모형 소중익선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측
정을 수행하였다(1982). 여기서는 완전하게 발생된 TVC에 의한 
원형에서의 소음을 추정하기 위해 Bojorheden 과 Astrom 상사법
칙을 이용하였고, Levkovskii의 상사법칙과 추정된 결과를 비교

하였다. Jin-Keun Choi 는 날개 끝 보텍스 장에서의 공기방울 거
동을 수치적으로 연구하였다(2004). 수치적인 연구를 통해 예측
된 공기방울의 행동과 음압 신호는 초고속 카메라와 수중청음기
에 의해 기록된 결과와 비교되었다. Erik van Wijngaarden 은 
TVC에 의해 야기되고 승조원들에 의해 경험되는 저주파, 광대역 
선체 가진을 설명할 수 있는 유체 역학적 음향 메카니즘을 연구
하였다(2005). 

실선에서의 소음 레벨을 추정하기 위해서 프로펠러 모형과 원
형 사이의 소음 상사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날개 표면에 부착된 캐비테이션의 경우, 프로펠러 소음 상사 법
칙은 ITTC 방법, Levkovskii의 방법에 의해 잘 정립되어 있다. 하
지만, 프로펠러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발생하는 캐비테이
션의 경우는 소음 상사 법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캐비테이
션 발생 수(CIN), TVC에 의한 파워스펙트럼과 같이 TVC와 관련
된 실선에서의 물리적인 값들을 추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Akira Oshima는 수정된 ITTC 법칙을 이용하여 
모형선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실선에서의 소음을 추정하고 계측
된 실선 소음 레벨과 비교하였다(1994). 추정된 소음 레벨은 계
측된 실선 소음 레벨과 거의 일치하였다. 하지만, 모형선과 실선
의 실험 결과로부터 결정된 McCormick 지수는 0.15의 값으로 
다른 실험 결과들과 매우 상이하였다. 이는 실험 자체가 잘못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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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며, 또한 추정된 결과가 올바르지 않다
는 것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Rayleigh-Plesset 방정식과 Rankine 보텍스 
모델 및 몇 가지의 가정을 통해 TVC의 물리적인 상황을 반영하
여 도출된 상사법칙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실선 소음을 추정할 
것이며, 수정된 ITTC 법칙에 의해 추정된 결과 및 계측된 실선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이다.         

2. TVC 경우에 대한 상사법칙 도출
TVC는 보텍스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작은 공기방울 집합으로 

고려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소음은 이러한 공기방울들의 성
장과 붕괴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사법칙의 도출은 우선 케
비티 바깥쪽의 비점성, 비압축 유체의 방사상의 움직임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시작한다. 덧붙여, TVC는 이동 기포 캐비테이션, 
부착 얇은 층 캐비테이션 등과 같은 다른 형상의 캐비테이션과 
비교되는 물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법칙을 도출
함에 있어 공기 방울 역학과 보텍스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하다. 우선 공기 방울 붕괴 시 방사되는 소음의 주파수와 레벨은 
다음과 같은 상사관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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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래첨자 s는 실선, m은 모형선, 는 공기 방울에 의
해 방사되는 소음의 주파수( ), ′은 음압의 크기() 이다. 
또한, max는 공기 방울 최대 크기()이고 ∆는 공기 방울 
내 외부의 압력차이()이며, 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공기 
방울의 개수( )이다.

최대 공기 방울 크기에 대한 상사관계는 Rayleigh-Plesset 방
정식과 Rankine 보텍스 모델을 이용하고 보텍스 라인 상에서 최
대 공기 방울이 발생하는 위치는 축척비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통
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max
max 

 
 




  (3)

여기서, 는 레이놀즈 수로 무차원이며, 는 프로펠러 직
경()이다. 또한, 는 McCormick 지수로 무차원 값이고, 일반
적으로 실험을 통해 결정되며, 0.25 ~ 0.37 정도의 범위를 갖는
다.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공기 방울의 개수는 핵의 개수와 시간에 

대한 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정리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프로펠러
에 유입되는 핵의 개수와 유입류 속도에 비례하고, 축척비에 반
비례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실험을 통해 추후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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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체에 녹아있는 핵의 개수이고, ∞는 유입
류 속도( )이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파수( )와 파워 스
펙트럼 밀도(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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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 )이다.    

3. 실선 소음 추정 및 비교
측정된 모형선 소음 자료로부터 실선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선 실험은 삼성중공업(주) 캐비테이션 터널에
서 수행되었고 실선 시험 역시 삼성중공업(주)에서 수행되었다. 
실선과 같은 추력 계수를 유지하면서 모형선의 공동 수를 변화시
키기 위해 터널 내의 정압을 조절하였다. 또한, McCormick 지수
는 모형선과 실선의 레이놀즈 수와 공동 수로부터 실험적으로 결
정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케비티 초생 수는 음향학적으로 결정되
었다. 실선에서 캐비테이션은 더 높은 공동 수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초생 캐비테이션의 경우 모형선과 실선에서 같은 공동 수 
일 때, 캐비테이션 형상이 다르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따라서, 모형선과 실선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바로 잡
기 위해, 실선 소음을 추정하는데 있어 실험적으로 결정된 
McCormick 지수가 사용되었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
이는 수정된 ITTC 법칙과 새롭게 도출된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TVC에 의한 실선 소음을 추정하였고, 계측된 실선 소음 자료와 
비교하였다. 

3.1 점성 효과를 고려한 수정된 ITTC 법칙



주파수와 파워 스펙트럼 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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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정된 결과 및 비교

점성 효과를 고려한 수정된 ITTC 법칙에 의해 추정된 결과는 
TVC의 물리적인 상황을 근거로 도출된 상사법칙에 의해 추정된 
결과와 비교될 것이다. 우선 실선과 모형선에서 다양한 프로펠러 
변수 값의 비는 다음 표 제시되어 있다.

Table 1 Various ratios of propeller parameters
Parameter value



 0.0265



 35.8871



 0.0275



 36.36

∞

∞ 0.96

유입되는 핵의 개수는 다음의 자료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Fig. 1 the number of nuclei in fresh and sea water 
해수와 담수에서 다양한 크기의 핵들에 대해 유입되는 핵의 

개수 비는 대략 10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Estimated PSD(red & black) and measured PSD(blue) 

파란색 선은 계측된 실선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이고, 검은색 
선은 점성 효과를 고려한 수정된 ITTC 법칙(식(7), 식(8))을 이용
해 추정된 결과이며, 빨간색 선은 TVC의 물리적인 상황을 근거
로 도출된 상사법칙(식(5), 식(6))에 의해 추정된 결과이다. 수직 
축의 한 간격은 10dB을 나타낸다. 실선에서 TVC에 의한 소음은 
1kHz 근처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0.5kHz ~ 3k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빨
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더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모
형선의 경우 캐비테이션 터널 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터널을 
구동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에 의한 배경 소음과 터널 내의 잔향 
효과에 의해 야기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캐비테이션 터
널 환경 하에서 수행된 모형선 실험으로부터 추정된 실선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가 바다의 열린 환경에서 계측된 실선 파워 스펙트
럼 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체역학적 기반을 통해 도출된 프로펠러 TVC 

소음에 대한 상사법칙이 제시되었다. 이전까지는 TVC에 의한 실
선에서의 소음을 추정하기 위해 공동 수의 레이놀즈 수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하여 ITTC 법칙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점성 효과
를 반영한 ITTC 법칙은 프로펠러 날개 끝에 유입되는 유동의 기
하 구조 및 보텍스 구조와 같은 물리적인 기반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실선의 소음을 올바르게 추정할 수 없었다.

실선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점성효과를 고려한 ITTC 법칙과 
TVC의 물리적인 상황을 근거로 도출된 상사법칙을 이용해 추정되
었다. 도출된 상사법칙을 이용해 추정된 실선의 파워 스펙트럼 밀
도는 ITTC 법칙에 의해 추정된 값과 계측된 값 보다 더 큰 값을 가
졌다. 이는 모형선 실험이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
서 올바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터널 환경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터널 내의 음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 및 잔향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TVC는 복잡한 물리적 현상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방법들로

부터 TVC의 물리적 구조를 증명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
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사법칙은 추정된 실선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정확성을 통해 TVC의 물리적 구조에 대
한 증명 가능성을 제시한다. 끝으로, 도출된 상사법칙에 더 많
은 모형선과 실선 자료를 적용하여 그 정확성이 검증되기를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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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성을 고려한 관내 충격파 해석
이승수(충북대학교), 박초롱(충북대학교), 김학선(충북대학교), 이건철(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밀폐된 관내에서 물의 압축성을 고려하여 관내 수중운동체의 거동 해석과 충격파 생성에 관한 해석을 수행하였
다. 압축성 유동은 유속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거나 높은 압력을 가지는 유동장에서 발생하게된다. 물의 압축성 유동을 
고려한 관내 수중운동체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3차원 해석을 이용한 접근은 대용량과 장시간의 연산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물의 압축성을 고려한 충격파를 해석적으로 접근하였다.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유한체적 기반의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한 3차원 해석도 수행하였다. 해석적 접근은 Euler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Roe의 1차 정확도의 근사 Riemann 
solver를 사용하였다. Riemann problem을 해결하기위해 사용되는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Jacobian의 선형화를 적용하였으며, 물의 압축성은 Tait의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중운동체 특화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Keywords : Shock (충격파), 압축성 (Compressibility), 테이트 방정식 (Tait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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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형 물체의 빙 파괴 전산해석
Numerical analysis of ice breaking by 

wedge-shaped vehicle
 이승수(충북대학교), 박종회(충북대학교),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Sungsu Lee (School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onghoi Park (School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Ju Lee(KORDI/MOERI)

요 약

    이 연구는 빙해 선박에 대한 빙 성능 및 저항 추정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
전연구소 빙해수조(ice tank)를 바탕으로 실험 및 해석법 개발을 위한 기반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중 해석법 개발을 위해서는 빙 수치해석 모델링 기법 및 빙 수치해석 기법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상용코드인 LS-DYNA를 이용하였다. 평탄 빙에서의 빙 파
괴 및 저항추정을 위해 쇄빙선을 단순한 쐐기형(wedge-shape)으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빙은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선형 탄성적 재료로 거동한다. 이를 바탕으로 얼음의 강도 및 쇄빙선
이 평탄 빙을 통과할 때 저항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KORDI/MOERI의 지원 (PNS133B)으로 수행
되었다.
keywords: ice resistance(빙저항), ice breaking(빙파괴), level ice(평탄빙), wedge-shape
(쐐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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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guiding spider beam의 동적해석에 관한 연구 
 

정윤석(프랑스선급), 신창혁(프랑스선급), 허태욱((주)세보테크), 최주혁(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석준((주)마이다스 아이티) 

 
 

요 약 
 

BOP guiding spider beam은 drill ship이나 반잠수식 시추선 플랫폼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BOP(Blowout Preventer)를
해저에 설치하거나 해저로부터 회수시킬 때 선체의 충격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최근 1,000m 
이상의 심해역에서의 석유자원개발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혹독하고 특수한 기후적, 환경적 영향에 있어서의 BOP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내충격성 확보를 위해 높은 설계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편 BOP guiding spider beam의 제조기술은
해외업체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 동안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BOP guiding spider beam의 국산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BOP guiding spider beam에 대한 구조평가
기술을 개발함으로 향후 국내외 수요 충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BOP guiding spider beam의 구조적 안정성 및 내충격성 평가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환경하중을 받는
guiding spider beam구조의 비선형 과도응답특성을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words: BOP(Blowout Preventer); BOP guiding spider beam; contact analysis  
 

 
1. 서 론 

 
Bop guiding spider beam은 Drill ship이나 반잠수식 시추

선 플랫폼(Semi submersible platform)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BOP(Blowout Preventer)를 해저에 설치하거나 해저로부터 

회수시킬 때 해상상태에 의한 선체의 흔들림으로부터 충격

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최근 

1,000m 이상의 심해역에서의 석유자원개발에 대한 시추용 

해양플랜트의 수요증가에 따라 설계수명 또한 30년이상 요

구되어지며, 해상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난이도 높은 

설계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추용 해양플랜트에 설치되어 

있는 BOP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정성 및 내충격성 확보를 

위해 높은 설계기준을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관련업체들은 BOP의 안전한 guiding을 위해 BOP 작동시 

BOP spider guiding beam(이후 spider beam)의 설계기술 

및 guiding시뮬레이션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Spider beam의 제조 기술은 지금까지 해외업체들

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 동안 개발 및 부가가치 창

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spider beam의 국산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spider 

beam에 대한 구조평가 기술을 개발함으로 향후 국내외 수

요 충족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spider beam의 구조적 안정성 및 내

충격성 평가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환경하중을 받는 spider  

beam구조의 비선형 과도응답 특성을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

하고자 하였다.  

2. 이 론 
 

본 해석에 적용하는 비선형 과도응답해석은 외연적시간 
적분법을 기초로하며, 외연적 시간적분법 중 가장 널리 알려 
진 중앙차분법을 사용하였다 

 
2.1 중앙차분법 

 
시간에 대해 중앙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시간 스텝을 

n+1/2, n, n+1스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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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n+1에서의 변위는 n+1/2 스텝에서의 속도로부터 

계산되며 식(2.2)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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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n+1/2에서의 속도는 n 스텝에서 가속도로부터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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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an은 이산화(discretization)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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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차를 시간증분에 대하여 반복함으로서 구조물의 

과도응답특성, 준정적특성, 일반적인 동적거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2 Penalty method 
  

외연적 시간적분법을 사용하는 비선형 과도응답해석에서 
는 Penalty method을 통하여 종속절점과 주접촉면사이의 두 
절점이 지정된 상대적 거동을 하도록 구속한다. 이를 이용 
하여 절점사이의 Gap(주접촉면과 종속 절점사이의 Gap, 
Fig.2.1)과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접촉력을 아래식을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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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 벌칙계수 

BA xx , : 주접촉면상의 점(A)와 종속절점(B)의 위치벡터 
An : 주접촉면 상의 점(A)의 수직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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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 Vertical relation between dependant nodal point and main 

contact area 
여기서 kn은 접촉강성으로 접촉하는 2개의 재료강성에 종속 

적이며 허용된 침투량으로부터 계산 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재료의 탄성계수에 상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3. 유한요소해석 
 
3.1 BOP guiding spider beam의 구조 

 
3.1.1 개요   

 
시추용 해양플랜트의 spider beam은 원유시추시 주로 시 

추선 위에서 상하 좌우로 이동하고 Moonpool 또는 Drilling 
well을 통하여 BOP의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한 장치이다. 
Fig.3.1, Table 3.1은 drill ship내에 설치되어 있는 spider 
beam의 배치도와 주요 재원을 보여준다. 

 

 
Fig. 3.1 BOP guiding spider beam 

 
Table 3.1 Principal dimensions of BOP guiding spider beam 

Length 10,100 mm 
Breadth 900 mm 
Height 2,500 mm 
Weight 18~20 Ton 

 
기존의 spider beam의 강재는 통상 압력용기용 강재인 
ASTM A516 Gr.70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품 대비해 강도 및 내하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H 36 
grade를 사용하였다. Table 3.2는  spider beam에 적용되는 
재료 물성치를 보여준다. 

Table 3.2 Material properties 
Grade AH36 

Young Modulus 210,000 MPa 
Poisson ratio 0.3 

Density 7850E-09 kg/mm3

Yielding stress 355 MPa 



3.2 유한요소해석 
 

 3.2.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의 해석대상인 spider beam구조는 Shell요소 
(삼각형, 사각형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BOP는 총중량이 
고려된 Solid요소로 이상화하였다. 그리고 주변장치(서포터, 
베어링, 베어링하우징)와 Motor는 해석목적상 모델에 고려 
하지 않았다. 

한편, 원활한 Contact analysis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격을 
받는 spider beam구조는 요소크기를 50×50mm인 plate요 
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충격을 가하는 BOP는 강체로 가정하 
여 해석에 고려하였고 요소크기는 200×200mm로 모델 
링하였다. spider beam의 3-D 유한요소모델을 Fig.3.2에 나 
타내었다.  

 

 
Fig. 3.2 FEM model of BOP guiding spider beam 

 
3.2.2 충돌 시나리오 및 경계조건  

 
심해역에서는 환경하중에 따른 다양한 선체운동이 발생 

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선체운동을 해석에 적용하기는 해 
석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 따라서 선체운동에 따른 BOP 
와 spider beam과의 충돌 시나리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Operation Condition과 Damaged Condition의 선체운동에 
대한 충돌시나리오만을 해석에 고려하였다. 

 
1. Operation Condition 

- 운행중이 BOP가 상하 이동시에 spider beam과 충돌 
 

2. Damaged Condition 
- 선체가 경사각이 최대 17° 인 상태에서 BOP와 spider 

beam과 충돌  
 
Table 3.3~3.4은 해석에 적용되는 충돌시나리오를 보여 

주고 있다. 

 
Table 3.3 Loading Condition(Operation Condition) 

 
 

Table 3.4 Loading Condition(Damaged Condition) 

 
 
Spider beam구조는 선체와 Roller (Idle roller: spider beam 
이동시 좌우처짐과 휨에 의한 레일 탈선방지), Parking 
device(spider beam이 full-open시에 레일 탈선방지) 및 
stopper (spider beam이 full-close시 레일 탈선방지)로 연 
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위치에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5와 Fig.3.3는 해석에 적용된 경계 
조건을 보여준다.  

 
Table 3.5 Boundary Condition 

 
 
 
 
 



 

 
 Fig. 3.3 Boundary Condition of BOP guiding spider beam 
 
3.2.3 접촉 해석 (Contact Analysis) 
  
 본 해석에 적용된 해석방법은 BOP와 spider beam과의 

충돌시 발생하는 동적거동을 계산하기 위해 Contact Analysis의 
한 방법으로 두 접촉물체간의 접촉적합성을 부여하는 방법인 페 
널티(penalty) 알고니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외연적 시간적분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중앙차분법을 이용하여 비선형접촉 해석을 
수행하였다.  

총해석 시간은 충격거동을 고려하여 0.4초로 주었으며, 시간 
증분(increment)은 요소의 크기를 고려하여 0.005초를 적용하 
였다. 구조물에 가하는 하중은 BOP의 초기운용 속도 (BOP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해석에 적용하였으며 각 충돌 시나리오에 맞 
는 접촉면 및 접촉조건을 고려하여 해석에 반영하였다. 

 
4. 해석결과 

 
4.1 Operation Condition 
 
 Operation Condition에 대한 해석결과를 Table 4.1에 나타 
내었는데, 최대등가응력(Von-Mises stress)은 Case 1에서 최대 
값(허용응력대비 60.6%)이 발생하였으며, spider beam의 Idle 
roller와 선체와의 연결부에서 최대등가응력이 발생하였다. 
(Fig.4.1) 또한 충격시간동안에 발생하는 최대등가응력에 대한 
시간이력곡선을 Fig.4.2에 나타내었다.  
한편 최대전단응력은 Case1에서 발생하였으며(허용응력대비 

81.6%), 선체와 spider beam의 Idle roller와의 연결부에서 발생 
하였다(Fig.4.3). 충격시간동안 발생하는 최대전단응력에 대한 
시간이력곡선은 Fig.4.4에 나타내었다. 
 
 
 
 

 
Table 4.1 Analysis result of BOP guiding spider beam at 

Operation Condition 

 
 

 

 
Fig.4.1 Maximum Von-Mises stress of spider beam(Case 1) 

 

 
Fig.4.2 Time history curve of Maximum Von-Mises stress 

(Case 1)  
 

  



  
Fig.4.3 Maximum Shear stress of BOP spider beam(Case 1) 

 

 
Fig.4.4 Time history curve of Maximum Shear stress(Case 1)  

 
4.2 Damaged Condition 
 
 Damaged Condition에 대한 해석결과는 Table 4.2에 나타내 
었는데, Case D2에서 최대등가응력(허용응력대비 81.4%)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BOP 상부와 spider beam하부 충돌시 
bottom plate와 web연결부에서 발생하였다(Fig.4.5). 충돌시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등가응력에 대한 시간이력곡선은 Fig.4.6에 
나타내었다.  

 

 
Fig.4.5 Maximum Von-Mises stress of spider beam(Case D2) 

 
 
 
 

Table 4.2 Analysis result of BOP guiding spider beam at 
Damaged Condition 

 
 

 
Fig.4.6 Time history curve of Maximum Von-Mises 

stress(Case D2) 
 

최대전단응력은 Case D3-1에서 발생하였으며(허용응력대비 
72.8%), 선체와 spider beam의 Idle roller와의 연결부에서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4.7). 충격시간동안 최대전단응력의 
시간이력곡선은 Fig.4.8에 나타내었다. 
 

 

 
Fig.4.7 Maximum Shear stress of spider beam(Case D3-1) 

 
 
 



 
Fig.4.8 Time history curve of Maximum Shear stress(Case 

D3-1)  
 

4.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Operation Condition에서는 BOP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 

면서 spider beam의 상부와 충돌하는 경우(Case 1)에 최대 
등가응력과 최대전단응력이 발생하였다. Idle roller와 선체와 
의 연결부위에 최대응력이 발생하였지만 허용응력보다 낮은 
응력값을 보였다. 

Damaged Condition인 경우 선체경사각이 최대 17도 기 
울어진 상태에서  BOP와 spider beam이 충돌하는 경우로 
최대등가응력은 작업중 BOP가 상방향으로 이동시 spider  
beam과 충돌하는 경우(Case D2)로 spider beam의 bottom 
과 web와의 연결부에 발생하였고, 최대응력은 허용응력 
보다 낮은 응력값을 보였다. 최대전단응력은 BOP가 spider 
beam과 선수미 방향으로 충돌하는 Case D3-1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전단응력은 spider beam의 Idle roller와 
선체와의 연결부위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최대응력은 허용 
응력 보다 낮은 응력값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peration Condition과 Damaged Condition 

에서 BOP와 spider beam과의 충돌시 BOP guiding spider 
beam구조의 구조적 손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 Operation Condition과 Damaged Condition 

에서의 BOP와 spider beam의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다양한 선체운동에 대한 충돌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spider beam과 선체와 연결 
되는 roller와의 탈선방지를 위해 gear와 rail간의 local 접촉 
해석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Standard for certification No.2.7-3,“Portable offshore 

units”, May 2011 
 
• MIDAS NFX Technical paper, 2010, “ Nonlinear analysis” 
 
• Ship motion & acceleration data provided from SEBO 
 
• General Arrangement for BOP guiding spider beam, 

March, 2011 
 
• BOP operation condition procedure and drawing from 

SEBO 
 
• 보고서, “ 해양플랜트 BOP guiding spider beam system 

국산화 개발”, November,2011  



Azimuth Thruster 설계변수에 따른 Dynamic Positioning Capability의

영향 분석 
 

최진우(대우조선해양), 김세원(대우조선해양), 류민철(대우조선해양), 김용수(대우조선해양) 
 

 

요 약 
 

최근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심해자원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Drillship과 Drilling Rig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과 해양구조물 등은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위해 선박의 선수각과 위치를 유지시키는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을 갖추고

있다. DP시스템에는 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Azimuth Thruster가 쓰이는데, 설계에 따라 DP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Azimuth Thruster설계 변수에 따른 DP Capability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Thruster의 개수, 배치, 용량 배분 등의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DP Capability Envelope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Dynamic Positioning System, Azimuth Thruster, DP Capability, Screening 
 

1. 서론 
 
수심이 깊은 해양에서의 에너지 자원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DP능력을 보유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LNG-FPSO, FSRU등의 신선종의 등장으로 
셔틀탱커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기본 설계 단계에서 운용지역에서의 환경 
조건하에서 DP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DP능력 평가 방법은 정적 해석(DP Capability 
Analysis)과 시간영역에서의 동적 해석(DP Time Domain 
Simulation) 및 DP 모형시험 그리고 시운전 등이 있다. 각 DP 
능력 평가 방법은 소요 비용 및 시간, 필요한 정보와 신뢰도 
등에서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신뢰도가 높은 DP 성능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DP 성능 평가 목적에 따라 적절한 필요 신뢰도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경우에 따라 필요한 신뢰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DP Capability Analysis의 경우, 필요한 정보가 가장 적으며 

참고선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또한 
해석에 필요한 프로그램만 갖춰져 있다면 별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해석 시간 또한 상당히 짧기 때문에 영업 단계나 
기본 설계 초기 단계 등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비교적 

적은 신뢰도를 필요로 할 경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DP Vessel의 설계 초반 단계에 Thruster와 관련된 여러 설계 

인자는 DP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hruster의 Type, 개수, 
배치, 용량 배분 등의 변화에 따라 DP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성능 변화는 DP Capability Envelope을 작성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hruster의 개수, 배치, Type 

등의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DP Capability Envelope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2장에서 DP Capabil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을 하고, 

3장에서 2장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각 설계인자를 

변화시키면서 해석한 결과를 나열할 것이다. 4장에서 3장의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설명할 것이다. 
 

2. DP Capability 해석 법 
 

DP Capability Analysis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이 주어진 
환경에서 위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어력을 낼 수 있는가를 정적 
해석으로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DP Capability 
Envelope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DP 
Capability Analysis의 경우, 계산이 단순하고 비교적 적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의 운동 및 추력기의 거동 
그리고 환경 외력에 대한 동적 성질을 고려할 수 없고 제어기의 
영향 또한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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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좌표계 

 
Fig. 1 Coordinate system 
 

본 논문에서는 DP Vessel의 운동 및 힘을 나타내기 위해 
Fig.1 과 같은 좌표계 및 부호규약을 사용하였다.  

 
2.2. 환경 하중 

 
선박에 작용하는 환경 요소는 크게 조류, 바람, 파랑으로 

나눌 수 있다. 조류의 경우, 속도 및 작용 방향이 해역에 
따라 정해지고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파는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파랑 하중 또한 
풍속 및 풍향에 따라서 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체의 위치 유지를 위한 추진기 시스템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2.2.1. Wind & Current Load Coefficients 

 
풍력과 조류력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 

계수를 포함한 식을 이용한다. 
 
XW = 1/2·CXW(ψ)ρaATWVW2                                (1) 
YW = 1/2·CYW(ψ)ρaALWVW2                                (2) 
NW = 1/2·CNW(ψ)ρaALWVW2L                              (3) 
 
XC = 1/2·CXC(ψ)ρWATCVC2                                (4) 
YC = 1/2·CYC(ψ)ρWALCVC2                                (5) 
NC = 1/2·CNC(ψ)ρWALCVC2L                              (6) 

여기서, C는 무차원 계수이며 ρa , ρW 는 각각 공기와 물의 
밀도이다. A는 부유체의 투영면적이며, V는 유체의 속도를 
의미한다. 

무차원 계수 C 는 일반적으로 풍동모형시험을 통해 
추정하게 되며, 모형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상이 비슷한 
참고선의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2.2.2. Wave Load Coefficients 

 
파에 의한 하중은 Panel Method를 기반으로 한 

상용코드나 인하우스 코드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NV의 WADAM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Quadratic Transfer Function(QTF)를 계산 결과로 얻어낸 뒤 
선형 wave drift force를 계산해 내었다.  
 

2.3. Wind Speed Envelopes 
 
Wind speed envelope을 ‘주어진 추진기 시스템으로 선체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때의 최대 풍속’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추진기의 용량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Fig. 2 Example of Wind Speed Envelope 
 
3. Thruster 관련 설계 인자에 따른 DP 

Capability 해석 
 

3.1 대상선 
 

Azimuth Thruster를 장착한 Heavy Lift Carrie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 상 Hull과 
관련된 유체력 정보만을 사용하고, Thruster 와 관련된 



정보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Fig. 3 Heavy Lift Carrier, TPI MEGA PASSION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vessel 

Item 주요치수 
Length LI 191m 
Breadth B 63 m 
Draft T 6.6 m 

DeadWeight DWT 50,000 ton 
 

3.2. 환경하중 계수 
 

3.2.1. Wind Load Coefficients 

 
Fig. 4 Wind Load Coefficients 

 
3.2.2. Current Load Coefficients 

 
Fig. 5 Current Load Coefficients 

 
3.2.3. Wave Load Coefficients 

 
Fig. 6 Wave Load Coefficients (Surge) 

 

 
Fig. 7 Wave Load Coefficients (Sway) 

 



 
Fig. 8 Wave Load Coefficients (Yaw) 

 
3.3. Thruster 관련 설계 인자 

 
본 연구에서는 Thruster와 관련된 설계인자를 변경해가며 

정성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설계 시 Thruster 선정 
및 배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설계 인자는 다음과 같다: 

Thruster 개수 / Thruster Type / Thruster 배치 
 

3.3.1. Thruster 개수에 따른 해석 
 

본 연구에서는 Thruster 개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Thruster 
전체 추력을 2000kN으로 맞춘 상태에서 2~6개의 Thruster 
개수 변경을 주었다.  

 
Table 2 Case study of the thruster number 

Case No. Capacity (kN) Number 
1 1000 2 
2 667 3 
3 500 4 
4 400 5 
5 333 6 

 

 
Fig. 9 Calculation result #1 

 
3.3.2. Thruster Type에 따른 해석 

 
Thruster는 크게 4가지 종류의 Type이 있다. Azimuth 

Thruster, Tunnel Thruster, Propeller, Rudder가 그것이다. 
Propeller와 Rudder의 경우 DP만을 위해 설치되기 보다는 주 
추진용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DP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Azimuth Thruster와 Tunnel Thruster의 2개이다. 다음의 
조합에 대해 계산이 수행 되었다. 

 
Table 3 Case study of the thruster type 

Case No. Azimuth Tunnel 
1 3 3 
2 6 0 
3 4 2 
4 2 4 

 

 
Fig. 10 Calculation result #2 



 
3.3.3. Thruster 배치에 따른 해석 

 
같은 개수의 Thruster를 사용하더라도 Thruster 배치에 

따라 DP Capability는 달라지게 된다. Azimuth Thruster 6개를 
가진 DP Vessel에 대해, 몇 가지 배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 Case study of the thruster arrangement 

Case No. Arrangement 

1 
 

2 
 

3 
 

 

 
Fig. 11 Calculation result #3 

 
4. 결과 분석 

 
3장에서 Thruster와 관련된 설계 인자를 변경해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무수히 많은 경우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자 못한 점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어느 
정도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Thruster 개수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합 

용량을 가지는 Thruster들이 주어졌을 경우, Thruster 개수가 

적을수록 큰 DP Capability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Thruster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DP2 또는 DP3 
Class에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Thruster에 대한 
Redundancy를 확보가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능과 
Redundancy확보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의 Thruster 개수가 필요하다. 

 
Thruster Type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용량의 

Thruster들로 구성할 경우 Azimuth Thruster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큰 DP Capability를 가졌다. 다만, Beam근처로 
갈수록 그 차이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Tunnel Thruster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X방향으로 내야 하는 추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Azimuth Thruster를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Tunnel 
Thruster로 배치하는 것이 가격과 DP Capability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Thruster 배치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Drillship 등에서 많이 쓰이는 삼각형 배치가 가장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zimuth Thruster의 경우, Azimuthing 
Angle에 따라 Thruster-Thruster interaction의 영향에 의한 
유효추력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Thruster를 일렬로 
배치할 경우, 이러한 영향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단, 
Thruster 배치에 다른 분석은 해석 Case가 매우 적었고, 
배치를 할 때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등이 매우 민감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Parametric Study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해석에 비해 정확도 높은 결과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Thruster의 Type, 개수, 배치, 용량 배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DP 성능 변화를 DP Capability 
Envelope을 작성해봄으로써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각 설계 인자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 Thruster 개수 : Redundancy 확보와 DP Capability 
- Thruster Type : 가격과 DP Capability 
- Thruster 배치 : Thruster interaction 및 설치 가능 위치 
 
추후 Thruster 배치와 관련해서 설치 가능 위치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더 다양한 Case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수행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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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테핑 제어기법을 이용한 해상 부유체의 동적 위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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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상에서 작업하는 수상선 및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동적위치유지(Dynamic Positioning)는 안정적인 해양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표류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3자유도 조종 운동방정식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조종
운동방정식과는 다르게 조류, 바람 그리고 파도라는 외란이 추가된다. 큰 선수동요각을 가지고 표류운동을 하게 되면
Cross-Flow Drag 원리에 의해 2차 비선형 댐핑항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를 제어기 설계에서 고려해주기 위해서는
비선형 제어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비선형 제어기법인 백스테핑
제어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파도에 의해 야기되는 표류력을 외란으로 고려하여 제어입력으로 보상하기 위해 constant 
parameter adaptation 방식을 추가하여 외란을 추정토록 한다. 리아프노프 안정성 정리를 이용하여 백스테핑 제어기법의
안정성을 검증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선박의 궤적을 비교하여 설계된 제어기가 제대로 작동함을 보였다.  
 
Keywords : Dynamic Positioning System(동적위치유지 시스템), Backstepping control (백스테핑 제어) 
 
 

1. 서 론 
 
최근에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더욱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됨에 따라 설치의 어려움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고정식 구조물 대신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drill ship이나 PL(Pipe Laying) vessel과 같은 
부유식 해양작업선의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가져 왔다.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이란 thruster를 이용하여 수상선 및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위치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도록 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단 하루만 작업을 못 하게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업을 
위한 동적 위치의 제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급격한 표류운동이 발생하게 되면 작업 중이던 
해양장비들의 손상 및 구조물의 파손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양작업선박 및 부유식 해양구조물에는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0여 척이 넘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가 
설치되어 있다. 최초의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은 
1960년대에 PID제어기를 이용한 3자유도(surge, sway, 
yaw)의 위치 및 방향 제어를 통해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Balchen, Jenssen(1976)등에 의해 최적제어이론 및 칼만 

필터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 후에는 다양한 
비선형 제어이론이 도입되었는데, 이 때부터 DP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Aarset, Strand, Fossen(1998) 
등은 비선형 피드백 선형화 제어(nonlinear feedback 
linearization control)와 백스테핑 제어(backstepping 
control)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Xiaocheng shi(2011)이 
J-lay 선박의 경로를 제어하기 위해 비선형 슬라이딩 
모드(nonlinear sliding mode control) 제어를 사용하였다. 
현재도 미국, 노르웨이 등의 대학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김성근(1995)등에 의해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동적 위치 제어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있었으나, 이 후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시스템의 대표적인 제어방식 중의 
하나인 백스테핑 제어기법을 사용하였다. 백스테핑 
제어기법은 순차적으로 각각의 상태들을 가상 제어 
입력으로 설정하여 다른 상태들을 제어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매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가상 제어입력을 
결정하므로 매우 쉽고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표류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constant 
parameter adaptation 방식을 추가하였다. 이는 adaptive 
제어 방식 중의 하나로 외란을 변화가 아예 없거나 변화가 
매우 느린 상수로 가정하고, 리아프노프 함수에 외란 추정 
변수를 포함시켜 최종 제어 입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결정된 제어입력은 외란 추정을 통해 계속해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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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방식은 외란의 직접적인 측정이 없이도 보상할 수 
있는 제어입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운동방정식 
 
 선박의 운동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내항성능 해석을 위한 
6자유도 내항 운동방정식과 조종성능 해석을 위한 3자유도 
조종 운동방정식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내항 운동방정식은 
선형 운동방정식이며, 파도의 스펙트럼과 선박의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이용하여 불규칙파 
중에서의 선박의 운동을 구하게 된다. 이는 1차 선형파 
이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입사파의 진동수를 가진 
순수한 진동운동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선박의 위치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3자유도 조종 운동방정식은 외란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정하지만, DP(Dynamic Positioning)에서는 바람과 
조류, 그리고 파도에 의한 외란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선박과 달리 전진속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작으며, 
외란에 의해 야기되는 표류운동이 운동의 핵심이 된다. 
표류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 안정적인 해양 작업을 방해한다. 결국 
내항 운동방정식의 진동운동이 아닌 조종 운동방정식의 
표류운동이 DP(Dynamic Positioning)에서의 제어대상이 
된다. 
 센서에 의해 계측되는 위치 및 자세 정보들은 1차 선형파 
이론에 의해 야기되는 진동운동과 바람, 조류 그리고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3자유도 표류운동을 포함한다. 순수하게 
표류운동만을 제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진동운동을 여과하는 방식이 있고, 
비선형 관측기(nonlinear observer)를 설계하여 
계측값으로부터 진동운동과 표류운동을 분리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실제 해양 환경에서 어떤 파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측기의 설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trand(1999) 이 제안한 적응 필터 방식과 
Guttorm(2004)이 제안한 게인 스케줄링 필터링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진동운동을 
분리해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1. 좌표계 설정 

본 연구에서는 Fig.1 과 같은 3종류의 좌표계를 가진다. 
공간에 고정된 지구 고정 좌표계 O XYZ− 는 선박의 
궤적을 기술하기 위한 기준좌표계가 된다. 그리고 선박이 
목표하는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좌표계와 이 되는 좌표계 

r r r rO x y z− 와 선박에 고정되어 있는 선체고정좌표계 
b b bG x y z− 를 사용한다. 선체고정좌표계의 원점은 선체의 

무게중심으로 잡는다.  
 

 
Fig. 1 Coordinate System 
 
 표류력이 영향을 미치는 3자유도만(surge, sway, yaw)을 
고려하여 회전변환을 통해 지구고정좌표계 O XYZ− 와 
선체고정좌표계 O XYZ− 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Rη ψ ν=&                                                 (1) 
cos sin 0

( ) sin cos 0
0 0 1

R
ψ ψ

ψ ψ ψ
−⎡ ⎤

⎢ ⎥= ⎢ ⎥
⎢ ⎥⎣ ⎦

                           (2) 

[ ]Tx yη ψ=                                           (3) 
[ ]Tu v rν =                                            (4) 

 
 η 와 ν 는 각각 3자유도(surge, sway, yaw)의 위치벡터와 
속도벡터이다. ( )R ψ 는 3자유도 회전변환행렬이다. 
 
2.2. 6자유도 내항 운동 방정식 
 파도를 1차 선형파로 가정하고, 각각의 선형 규칙파들의 
합인 불규칙파를 파에 의한 외란으로 간주한다. 부가질량 및 
댐핑이 선박에 들어오는 입사파 주파수에 의한 함수이므로, 
주파수 영역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_1( [ ( )] ( ) ) ( )RB wave stM A j B C jω ω ω ω ξ ω τ− + − + =    (5) 

_1 cos( )wave st ampA tτ ω ε= +  or j t
ampA e ω−                (6) 

 
 앞서 언급했듯이 이 운동은 순수한 진동운동으로, 
DP(Dynamic Positioning)에서의 주 관심사는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치 및 자세 센서 계측값에서는 섞여 나오는 
값이다. 그러므로 사실적인 선박 운동 묘사를 위해서 
시뮬레이션 구현에 포함시켜 두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제어기에 들어가는 3자유도의 상태에 저역 통과필터를 
설치하여 제어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2.3. 3자유도 조종 운동 방정식 
 DP(Dynamic Positioning)에서는 일반적으로 3자유도 조종 
운동방정식을 비선형 저주파수 운동방정식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일반적인 조종운동방정식에서는 외란이 없지만 
DP에는 바람, 조류 그리고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표류력이 
운동방정식의 외란으로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 중  파도에 
의한 표류력이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선형이라는 
표현을 쓴다. 
 

_( ) ( )r r r wind wave drift controlM C Dν ν ν ν τ τ τ+ + = + +&       (7) 
 

3 3M ×∈ 은 부가질량 및 부가질량관성모멘트를 포함한 
관성행렬이다. 3 3( )rC ν ×∈ 은 코리올리힘과 원심력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DP(Dynamic Positioning)에서 다루는 
선박의 이동속도의 범위는 1.5m/s 이하의 낮은 속도이므로, 
코리올리힘과 원심력은 무시되기도 한다. 3( )rD ν ∈ 은 
선형항과 비선형항을 모두 포함한 댐핑행렬이다. 이 때 
사용되는 속도는 3

rν ∈ 이며, 이는 조류와 선박의 
상대속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운동방정식의 우변에는 
외란으로 분류되는 바람과 파도에 의한 표류력 벡터  

3
windτ ∈ , 3

_wave driftτ ∈ 가 있으며, thruster에 의한 
제어력 및 제어모멘트 벡터 3

controlτ ∈ 도 있다.  
 
 2.4. DP 운동방정식 
 실제로 DP 운동방정식을 전통적인 조종 운동방정식과 
별개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DP 운동방정식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들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들은 명확하게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바람, 조류 그리고 파도라는 외란이 존재한다. 바람은 
그 힘과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경험식이나 실험을 통해서 각 종 
계수들을 추정하여 구하고, 파도에 의한 표류력은 비선형성이 
고려된 포텐셜 이론을 풀어서 구해야 하며, 조류는 상대속도의 
개념으로 운동방정식에 들어간다. 바람과 파도에 의한 힘은 
일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운동방정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외란의 예측 및 제거를 위한 제어기법이 
필요하다. 
 둘째로 전진속도가 매우 작고, 매우 큰 횡이동속도와 
선수동요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란이 오는 
방향에 따라 표류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 계산에서는 cross flow drag의 
개념이 들어가서 매우 큰 횡 방향 저항을 주게 된다. 

 셋째로 센서에 의한 자세와 위치의 계측값이 다음과 같이 
내항 운동방정식에 의한 진동운동을 포함한다. 
y ξ η= +                                                  (8) 
 이에 따라 필요치 않는 상태값이 제어기의 신호로 들어가게 
되고, 제어기는 불필요한 제어입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역 통과필터 등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1차 저역 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Fig.2는 본 논문의 전체 시스템 블록선도를 
나타낸다. 
 

 
Fig. 2 The block diagram of whole system 
 

3. 백스테핑 제어기 설계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백스테핑 제어방식에 
constant parameter adaptation 방식을 추가하여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다음에 전개되는 수식전개들을 통해 실제 
제어기 설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변위 오차벡터를 설정한다. 
 

dη η η= −%                                                        (9) 
d r dη η η ν ν= − = −&% & &  ( ( )R Iψ ≈ 가정)                  (10) 

 
 상대 속도 벡터 rν 는 오차 변위벡터η%  를 0으로 보내도록 
하는 stabilizing function α 과 rν 와 α 와의 오차 s 의 
합으로 설정한다. 
 

r sν α= +                                                (11) 
 
 위의 식(11)을 식(10)에 대입한 뒤, stabilizing function 
α 를 식(13)과 같이 설정하고 정리하면 식(14)와 같이 된다. 
이 때, Λ 는 η%을 안정화시키는 positive definite 행렬이다. 
 

dsη α ν= + −&%                                            (12) 
dα ν η= −Λ %                                             (13) 

sη η→ = −Λ +&% %                                          (14) 



 
변위 오차η% 와 외란 추정 오차 ˆw w w= −% 를 이용하여 

리아프노프 함수를 설정해 준다. ŵ 는 외란 추정 변수이며, 
w 는 실제 외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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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2 2

T T
pV K w P wη η −= +% % % % , ˆw w w=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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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 w P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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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η 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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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식(15)에서 pK 는 제어입력의 게인이며, P 는 constant 
parameter adaptation의 게인이다. 다음으로 첫 번째 
리아프노프 함수를 포함하는 두 번째 리아프노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이 때, 오차 s 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준다. 
 

2 1
1
2

TV V s Ms= +                                         (17) 
1

2
T T T T

p pV K K s w P w s Msη η η −= − Λ + + +&& % % % % % &            (18) 
 
 식(11)을 이용하여 Ms& 을 구한 뒤, 식(18)에 대입하면 
식(21)을 얻을 수 있다. 
Ms M Mν α= −& &&                                         (19) 

( )r rMs w D v v Mτ α= + − − &&                            (20) 
1

2

( ( ) )

T T T
p p

T
r r

V K K s w P w

s w D v v M

η η η

τ α

−= − Λ + +

+ + − −

&& % % % % %

&
                   (21) 

 
실제 DP에서의 속도는 매우 작으므로 운동방정식의 

코리올리힘과 원심력은 매우 작다고 가정하여 생략하였다. 
식(23)과 같이 시스템의 최종 제어입력을 설정하여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ˆ ( )r pw D v M Kτ α α η= − + + −& %                         (23)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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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T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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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pK 는 대각성분만 있고, η% 와 s 는 열벡터이므로,  

T
pK sη% 와 T

ps K η% 는 상쇄된다. 최종적으로 리아프노프 
함수의 시간 미분은 식(25)와 같이 된다. 

 
1( ) ( )T T T

pV K s D v s w P w sη η −= − Λ − + −&& % % % %             (25) 
 
 식(27)과 같이 외란 추정오차를 설정하여 제어입력을 
업데이트 해주면 리아프노프 함수의 시간 미분은 식(26)과 
같이 된다.  
w Ps=&%                                                    (27) 

2 ( )T T
pV K s D v sη η∴ = − Λ −& % %                            (26) 

 
Maine Control Systems(2002) p.517~518의 리아프노프 

안정성 정리와 LaSalle의 정리에 의해 GAS(Globally 
Asymptotically Stable)임이 증명된다. 
 

4. 시뮬레이션 결과 
 
Thor I. Fossen(2004)가 제공하는 MATLAB/SIMULINK 

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대상선박은 길이가 82.80m인 supply vessel이다. 
부가질량을 포함한 관성행렬 그리고 선형과 비선형 성분을 
포함한 댐핑행렬은 다음과 같다. 점성에 의한 댐핑은 
선형성분이고, surge 저항과 cross flow drag에 의한 댐핑은 
비선형성분이다. 밑의 첨자는 1이 surge 성분, 2가 sway 
성분 그리고 6은 yaw 성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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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6
11 7.0101 10 ( )M kg= ×                                 (28) 

6
22 8.5190 10 ( )M kg= ×                                 (29) 

9 2
66 3.7973 10 ( )I kg m=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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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11( ) 2.6486 10 5.3138 10D uν = × + ×                (32) 

5 5
22 ( ) 8.8164 10 1.6030 10D vν = × + ×                (33) 

8 9
66 ( ) 3.3774 10 2.8785 10D rν = × + ×                (34) 

 
 저역통과필터는 다음의 식(35)를 사용하였다. 

( ) 1 , 0.1
( ) / 1 c

c

Y s
U s s

ω
ω

= =
+

                             (35) 
 



 시뮬레이션에서는 바람에 의한 힘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제어기가 바람과 파도에 의한 표류력 전체를 외란 
w 로 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외란이 시뮬레이션에 
고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라고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ITTC wave 
spectrum을 사용하였으며, 유의파고는 3m, 평균진행방향은 
30o 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제어 게인들( , ,pK PΛ )은 
단위행렬을 사용하였다. 
 

 
Fig. 3 Position of w/o control and w/ control 
 
 Fig.3에서 파란 점선은 제어입력이 없을 때의 궤적이고, 
빨간선은 제어입력이 있을 때의 궤적이다.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초기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그래프를 통해 
제어기가 초기 위치를 잘 유지하도록 작동함을 알 수 있다. 
   

 
Fig. 4 XY-plot of w/o control 
 
 Fig.4는 제어기가 없을 때 선박의 궤적을 xy 평면상에 
나타낸 그림이다. 

 
Fig. 5 XY-plot of w/ control 
 

Fig.5는 제어기가 있을 때 선박의 궤적을 xy 평면상에 
나타낸 그림이다. 

 
Fig. 6 Control force and moment 
 

Fig.6은 제어입력에 의한 제어기의 3자유도 제어력과 
제어모멘트를 나타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선박의 운동방정식을 살펴보고 
DP(Dynamic Positioning)에서 다루는 운동방정식을 
정의하였다. 운동방정식의 비선형을 다룰 수 있는 백스테핑 
제어방식과 직접적인 외란의 측정없이 추정하여 제어하는 
constant parameter adaptation 제어방식을 결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였으며, 제어기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리아프노프 안정성 정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파도에 의한 
순수 진동운동을 표류운동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1차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제어기가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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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능을 고려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설계에 관한 연구
강동훈(경상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나상권(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수영(부산대학교)

요 약

자원고갈과 지구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으로 풍력 에너지는 상용화에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풍력 발전기

의 시장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풍력 발전기는 점점 대형화 되고 있으며 장소의 제약과 소음 문제 때문에 해상으

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칠발도의 파랑과 풍속을 분석하여 5MW급 TLP형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하부구조물에

대한 설계 대안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한 대안에 대해 운동성능 해석을 하여 파레토 최적화를 통해 최적의 설계 대안을 선택했다.

Keywords : Offsore wind turbine(해상 풍력 발전기), Design alternative set(설계 대안 설정), Motion analysis(운동 해석), Pareto optimum(파
레토 최적) 

1. 서 론
유가 상승과 지구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세계는 풍력, 태양열, 수
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Park G,S., et al., 2011). 특히, 풍력 에너지는 상
용화에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Park G,S., 
et al., 2011). Fig.1은 전 세계에 걸쳐 매년 풍력 발전기의 전
체 용량이 점점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부터 수요량
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이전부터 연구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기의 
시장규모는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풍력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01년 750kW를 시작으로 
최근 5 MW급 풍력 발전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 과정에 
있다(Kang H,C., et al., 2009).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대형화, 해상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으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해상 풍력 발전기의 설치
가 쉽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 1위인 조선해양 산업의 기술력
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상 풍력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칠발도의 파랑과 풍속을 분석 후 5MW
급 TLP형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하부구조물에 대한 최적설계

를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 대안을 설정하고 운동 성능 
해석을 수행한 후, 파레토 최적화를 통해 최적의 설계 대안을 
선택하였다.

Fig. 1 Total Installed Wind Capacity (World Wind Energy 
Report, 2010) 

2. 최적 설계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적설계 방법 및 절차를 Fig.2에 나타 
내었다. 먼저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가 투입될 지역의 풍속, 
풍향과 파고, 파의 주기 등을 조사한다. 이때, 대상지역의 해
상 관측 부이에서 측정된 10년 치 자료를 바탕으로 존스왑 분
포를 이용하여 파랑을 분석하고, 와이블 분포를 통해 풍속을 
분석한다. 하부구조물은 TLP 형태이며, 하부구조물을 설계하
기 위해 설계 개념을 잡고 설계 대안을 생성한 후 운동성능 해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Constant Value
Wind Turbine NREL 5MW Baseline Wind 

Turbine
Wind Speed 11.4 m/s

Turbine Thrust 800 kN
Turbine Moment 72,000kN-m

석을 통해 낫셀의 가속도, 배수량, 계류력 등의 성능예측을 한
다. 그 결과에 파레토 최적화를 수행하여 최적의 설계 대안을 
선택한다. 

Fig. 2 Framework for optimum design of substructur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2.1 해양 환경 분석 
대상지역의 파랑 분석을 하기 위해 2001년~2010년 (10년)

의 칠발도 부이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칠발도의 파고 분석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한다.

① 2001년~2010년 전체의 최대파고와 유의 파고를 분석
➁ 2001년~2010년 자료 중 3~6월 최대 파고와 유의 파고를  
   분석
➂ 2001년~2010년 자료 중 7~9월 최대 파고와 유의 파고를  
   분석(태풍의 영향 고려)

 대상지역의 풍속 분석을 하기 위해 2001년~2010년(10년)의 
칠발도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칠발도의 풍속을 분석하고, 
식(1)을 이용하여 1.5m 계측 풍속(m/s)과 Gust(m/s)를 90m 
높이로 보정된 풍속(m/s)과 Gust(m/s)로 변환한다.
  × 


                                    (1)

: 보정된 높이에서의 풍속
: 평균 풍속
: 계측 높이 (1.5m)
:블레이드 허브 높이
: 풍속분포지수(해상이나 사막 지역=0.1)

2.2 설계 변수와 대안 설정
이번 연구에서 적용한 풍력발전기는 NREL에서 연구한 

5MWr급이다. 하부 구조물은 TLP형태의 실린더 형이며 
Tension leg가 4개이다. 하부 구조물의 좌표계는 Fig.3과 같
으며, 주요제원은 Table1에 제시되었다.

      

   Fig. 3 Coordinates system of wind turbine

Table 1 Constants in designing wind turbine(Kyong 
N,H., 2003) 

 
Fig.4와 같이 설계변수 S(Wave의 동압력을 고려한 Depth), H 
(실린더 높이), R (실린더 반경)을 바탕으로 설계 모델을 설정
하였다. 설계 변수의 조합에 따라 18개의 설계 대안을 생성하
였고 Table 3에 제시했다. 그리고 설계 변수인 S, H, R의 범
위는 Table 2와 같다. 

Fig. 4 Design variables
Table 2 Range of Design variables

R (m) 6 8 10
H (m) 20 25 30
S (%) 20 (6m) 40 (15m)

 



Table 3 Candidate design
Case S(m) (m) (m) H(m)

1 6 3 6 20
2 15 3 6 20
3 6 3 6 25
4 15 3 6 25
5 6 3 6 30
6 15 3 8 30
7 6 3 8 20
8 15 3 8 20
9 6 3 8 25
10 15 3 8 25
11 6 3 8 30
12 15 3 8 30
13 6 3 10 20
14 15 3 10 20
15 6 3 10 25
16 15 3 10 25
17 6 3 10 30
18 15 3 10 30

2.3 운동성능 해석 이론
평가기준을  배수량, 계류력, 낫셀 가속도로 설정한다. 일

반적으로 배수량과 계류력이 작을수록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설치 할 때 더 경제적이며 낫셀 가속도가 작을수록 풍력 발전
기 상부 낫셀에서 운동성능이 좋다. 앞에서 생성된 18가지 설
계 대안에 대하여 Fig.5의 순서로 운동성능 해석을 수행한다. 

Fig. 5 Process of motion analysis 

 2.3.1 부유 구조물의 운동방정식
부유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은 식(2)와 같으며, 좌변은 질량

항, 감쇠력항, 복원력항, 그리고 우변은 외력항으로 구성된다. 
Total Total Total TotalM B C Fζ ζ ζ+ + =&& &                   (2)

①질량항

( )Total added WT STM M M Mω= + +                        (3)  
STM :부유구조물의 질량

( )addedM ω :부유구조물의 부가질량
WTM : 상부풍력발전기의 질량         

ω : 입사파의 주파수 
➁감쇠력항

( )Total ST WTB B Bω= +                                   (4)
( )STB ω : 부유구조물의 감쇠계수

WTB : 상부풍력발전기의 감쇠계수 
➂감쇠력항 

Total ST MRC C C= +                                    (5)  
STC :부유구조물의 복원력계수
MRC :계류라인에 의한 복원력 계수 

④외력항
( )Total WV WT IMRF F F Fω= + +  (6)             

( )WVF ω : 파도에 의한 힘과 모멘트
WTF : 바람에 의한 힘과 모멘트
IMRF :초기 계류력에 의한 힘과 모멘트

이때, 풍하중과 초기 계류력만을 고려한 초기의 준 평형상태
를 계산하기 위해 ( ) 0WVF ω = , 0ζ ζ= =&& & 으로 가정한다.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 파랑강제력을 계산하기 위해 부유구조물을 
4각형 패널로 모형화하고, 시스템의 질량과 부력을 계산한 후, 
주파수 영역에서 부가질량과 감쇠계수를 구한다. 파랑 강제력
은 3차원 특이점 분포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계산코드
는 선박해양용으로 검증된 In House code를 사용한다(Lee 
S.K.,2005). 6방향에 대한 RAO로 정리하면 식(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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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Surge

Sway

Heave
Total Total Total WT

Roll

Pitch

Yaw

RAO
RAO
RAO M RAO iB RAO C RAO F
RAO
RAO
RAO

ω
ω
ω ω ω ω
ω
ω
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3.2 계류라인의 장력                 부유구조물의 운동에 따른 계류력의 RAO를 구하기 위해 계류
라인의 민감도(Line Tension Sensitivity)를 식(8)과 같이 단위
운동에 의한 장력(T)의 변화량으로 정의하고, 계류력의 RAO
는 6방향의 운동진폭(RAO)과 각 방향의 계류라인 민감도의 
곱으로 나타내어 정의하였다. 

i
i

Tk
ζ
∂=
∂                                                (8)

6

1
( ) ( )T i i

i
RAO k RAOω ω

=

=∑                                (9)  
( )TRAO ω :주파수 영역에서 계류라인의 계류력  RAO



Item Condition Remark
Depth of  
 water 50m Deep sea assumption

for wave force calculation
Significant 

wave 
Height

4.11m
Corresponding   to 27m/s wind 

speedMean 
wave   
period

12.49 sec

Wave 
direction 0°  The   same direction of wind
Spectrum JONSWAP -

2.3.3 풍력발전기의 상부가속도                 풍력 발전기 상부의 낫셀의 가속도의 RAO을 구하기 위해 
Surge의 운동진폭과 Pitch의 운동진폭의 동력학적 관계에 따
르는 식을 사용하였다.

2
1 5 5( ) ( Arm )

nacelle
RAO RAO RAOξ ω ω= − + ⋅&&                   (10)
여기서, 5Arm 는 운동중심에서 낫셀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3. Case study
3.1  칠발도의 해상 환경 분석

대상지역인 칠발도의 10년 동안 계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존스왑 분포를 통해 최대파고와 유의파고의 분석을 수행했다. 
아래의 그림 Fig.6과 Fig.7은 10년 전체의 최대파고와 유의파
고를 분석한 그래프이며 최대파고, 유의파고가 발생할 확률밀
도와  특정 파의 높이가 일어날 확률밀도를 알 수 있다. 동일
한 방법으로 3월~6월, 태풍을 고려하여 7월~9월의 파고분석
을 수행했다.

Fig. 6 Maximum Wave Height _ Rayleigh’s Prob. Density

Fig. 7 Significant Height _ Rayleigh’s Prob. Density

낫셀의 높이인 90m에서의 풍속과 Gust를 계산하기 위해 
칠발도 부근에서 계측된 풍속 데이터의 값을 앞에 제시된 식
(1)에 대입하여 계산하였으며, 각 해당 년도 당 풍속과 Gust의 
값이 Table 4에 제시되어있다.

Table 4 Result of Wind calculation
  Wind Data (90m)

Year Wind speed Gust
m/s m/s

2001 7.04672 10.1913
2002 6.57229 9.30765
2003 6.54085 9.12341
2004 6.85653 9.40508
2005 7.4323 10.6552
2006 6.79685 9.02209
2007 6.78577 9.07586
2008 6.27209 9.75919
2009 7.3078 10.0004
2010 7.44297 15.3055

Average 6.90542 10.1846

3.2  대안별 운동성능 해석 결과

부유구조물의 운동성능 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18가지 설
계 대안을 모델링을 하였으며, Table 5의 계산 조건을 가정하
여 운동성능 해석을 수행했다. 18가지 설계 대안에 대한 각각
의 운동성능 결과 값(낫셀의 가속도, 장력, 배수량)이 Table 6
에 제시되어있다.

Table 5 Condition of calculation

각 성능값(낫셀의 가속도, 장력, 배수량)을 2차원 공간에서 
파레토 경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3차원 공간에서 구해진 
최종적인 파레토 경계를 분석하였다. Fig.8,9,10은 2차원 성
능공간에서 파레토 경계 분석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Case
Nacelle 

Acceleration
(g)

Tension
(E+06 N)

Displacement
()

1 0.358 2.78 2,431.59
2 0.206 1.36 5,450.66
3 0.302 1.40 2,686.06
4 0.144 4.95 6,201.5
5 0.182 4.11 2,997.08
6 0.165 2.15 6,455.97
8 0.278 2.25 3,251.55
9 0.168 2.03 6,452.83
10 0.183 4.61 3,562.57
11 0.114 2.47 6,707.3
12 0.146 1.11 3,817.04 
13 0.141 3.26 8,023.63
14 0.210 4.41 4,190.88
15 0.146 3.97 8,278.1
16 0.164 5.73 4,445.35
17 0.112 3.80 9,594.42
18 0.146 4.73 5,196.19

Table 6 Results of analysis for 18 cases

Fig. 8 Pareto front in Tension – Displacement 

Fig. 9 Pareto front in Tension- Displacement 

Fig. 10 Pareto front in Nacelle Acceleration – Tension 
2차원 성능공간에서 파레토 경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후보대
안은 아래와 같다.
①  R: 6, S: 6, H: 20
➁  R: 6, S: 6, H: 25
➂  R: 6, S: 6, H: 30 
④  R: 6, S 15, H: 20
⑤  R: 6, S 15, H: 25
⑥  R: 6, S 15, H: 30
⑦  R: 8, S: 15, H: 20
⑧  R: 8, S: 15, H: 25
⑨  R: 10, S: 15, H: 25
위의 9가지 대안 후보대안에 대해 Displacement()- 낫셀
의 가속도 (g) – Tension (N)의 3차원 성능공간에서 파레토 
경계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Fig.11과 같다.

  

Fig. 11 Result of Pareto 
파레토 경계 분석에서 얻어진 9가지 대안 중에서 풍력 발

전기의 낫셀의 가속도은 대개 0.3g이하로 설계하므로 2가지 
대안은 제외된다. 나머지 7가지 대안에 대해 Fig.12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을 구하였고, 가장 합산한 값이 
큰 것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Fig. 12 Selection of an optimum design



RC 3 m 
RB 6 m 
X 15 m 
Y 20 m 

Pretension 8,094,446.99 N 
Surface of Steel 980.18 m2 

Thickness of Steel 0.015 m 
Weight of Steel 189,570.15 kg 

Weight of Wind turbine 697,460 kg 
Displacement 2,753,213.26 kg 

Weight of Concrete 1,040,219 kg 
Concrete Height 3.569 m 
Center of total 
body(X,Y,Z) -2, 0, 5.37 m 

Number of tendons 8

Table 7은 선택된 모델의 주요목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7 Detail of selected model

4. 결 론
해상 풍력 발전 TLP 형식의 하부구조물 설계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① TLP와 같은 부유식 하부구조물에 대한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생성하였다.
➁ 운동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 S(Depth), H(실린더 
높이), R(실린더 반경)에 대한 18가지 설계 대안을 생성하고, 
각 대안에 대해 운동성능 해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값으로
부터 직교배열표를 생성하여 각 설계 변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레토 경계 분석을 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S: 15 H: 6 R 2을 최적 설계 대안으로 선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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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압력을 받는 Blast wall의 설계에 관한 연구
강혜림(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이주성(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민재홍 (현대중공업)

요 약

At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producing and storing oil and gas, it is important to control of potential 
accidents such as fire and explosio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gainst gas explosion was not really an issue 
before 1980's. Accidental explosion occurred after 1980's made ship owner require the strict safety regulations 
and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relevant analysis. Blast wall is commonly installed to prevent loss of life and 
safety of offshore structure between the utility module and the process module. In this paper, for the blast wall 
design which is used to prevent loss of life and safety of offshore structure, the following items are examined. 
Firstly, structural response is examined for the corrugated wall and stiffened wall, followed by the design guide 
line for the blast wall.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the best candidate for the blast wall has been proposed, 
which will be applied at the design stage of the new structure.

Keywords : Corrugated wall 파형 격벽, Stiffened wall 보강격벽, Stiffened profile 보강단면,  Unstiffened profile 비보강 단면, Lateral 
            torsional bucking 뒤틀림 좌굴, Blast wall

1. 서 론
주요 석유업체들이 심해저 유전에 눈길을 돌리면서 각광

을 받게 된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경우 화재폭발 사고 
시 고정식 구조물에 비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최
근 발생한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만에서 폭발 사고로 침
몰한 석유시추시설‘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 horizon)’은 
인명사고와 함께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 등 최악의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해양구조물 폭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실
정이다.

  이에 FPSO에서는 인명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폭발의 위험이 없는 Utility module과 가스나 기름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적재하거나 처리하는 Process module 사이에  
Blast wall을 설치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형태로 파형 격벽
(Corrugated wall)또는 보강격벽(Stiffened wall)을 사용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Blast wall의 경우 갑판 
상부에 공간의 확보가 용이할 경우 Module과 Module 사이에 
Blast wall을 단독으로 설치하고, 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스템 제어를 위해 설치하는 Technical building의 Wall을 
Blast wall로 겸용 사용하여 공간의 확보 및 구조물의 중량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으로부터 Blast wall의 설치에 

대하여 격벽형태에 따른 구조응답 특성과 경계조건의 영향성 
평가를 통한 Blast wall의 구조해석을 다루었다.

파형 격벽과 보강격벽 중 더 큰 장점을 가진 Blast wall을 
선정 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 공사에 적용 가능한 설계지침
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설계변수 검토
2.1 재료특성

Blast wall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강재의 경우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장력강(High tensile steel, 
Fy : 350MPa)을, 응력-변형률 곡선(Stress–strain curve)의 
경우 완전 탄소성(Elastic–perfectly plastic)으로 가정하였다.

Yield stress (MPa), σY 350
Elastic modulus (MPa), E 205000
Mass density (ton/mm3), ρ 7.849 E-9
Poisson’s ratio, ν 0.3

Table 1 Material properties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2 Stress-strain relation of steel
그리고 폭발 하중으로 인한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

치는 변형률 속도(Strain rate)를 고려하기 위하여 Cower와 
Symonds가 공동 제안한 식 (1)을 이용하였다 Johns(1989). 여
기서 재료특성 보정계수 D와 q는 Jones(1989)에서 제시한 D = 
40.0, q = 5.0을 적용하였다.

                                     (1)
여기서, σ : uniaxial dynamic flow stress

σs : static flow stress 
εp : equivalent plastic strain rate

3. 격벽형태에 따른 구조응답 특성
3.1 격벽형태에 따른 해석 조건

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Blast wall의 형태는 파형 격벽
(Corrugated wall)과 보강격벽(Stiffened wall)의 2가지가 있다. 

파형 격벽의 경우 압출기를 통하여 사출하므로 제작 소요시간
에서 장점이 있으나 단면에서 Web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강격벽
에 비해 크므로 동일한 2차 모멘트를 가지는 격벽 제작 시 무게
(Weight)가 더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Blast wall로 사용하는 두 가지 격벽의 거동
에 대해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폭발하중이 같더라도 td/T의 관계에 따라 구
조물의 응답이 달라지므로,  본 장에서는 같은 해석조건을 구현
하기 위하여 격벽의 비중(Material density)를 변경함으로써 구조
물의 고유주기(T)를 같게 설정한 후 해석을 수행하였다. 적용한 
압력하중의 크기는 0.1bar부터 2.5bar까지 0.1bar씩 순차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하중형태 및 지속시간은 Fig. 3에 표현하였다.

Fig. 3 Applied loading condition

단면의 주요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Geometry of blast wall

3.2 격벽형태에 따른 해석결과
결과를 살펴보면, 일정 이상의 폭발하중 하에서는 보강격벽보

다 파형 격벽이 적은 변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보강격벽은 뒤
틀림 좌굴(Lateral torsional bucking)에 의해 구조물의 전체 거동
에 영향을 주며 이때 격벽 전체가 좌굴에 의해 순간적으로 붕괴
된다. 

그러나 파형 격벽의 경우 Flange가 Web에 구속됨으로써 국부
좌굴이 그에 따라 하중 증가에 따른 붕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Fig. 4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4  Pressure-displacement of blast wall
그리고 각 격벽에 대한 좌굴 형태를 Fig. 5에 표현하였다.

Fig. 5 Buckling type of blast wall
단순보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설계를 할 경우 결과에서는 좀 

보수적이나 본 논문의 목적이 상세설계 초기 단계에서 복잡한 구



조해석 없이 신속하게 부재치수를 결정하기 위함이므로 Fig. 6과 
같이 단순보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6 FE Model of Blast Wall

4. Blast Wall의 구조해석을 통한 적용
 수행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Blast wall의 설계에 필요한 주요 

인자를 선정 한 후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Blast wall 설계 지
침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4.1 격벽 길이 선정
  Blast wall의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인 격벽 길이는 수행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치수를 선정하였으며, 그 상
세사항을 Table 3과 Fig. 7에 표현하였다.
Table 3 Blast wall length of constructed project

Fig. 7 Deck level description

4.2 Blast Wall의 단면 주요인자 선정
3장 해석 결과와 같이 보강격벽의 경우 뒤틀림 좌굴(Lateral 

torsional bucking)이 구조물의 전체 거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격
벽 전체가 좌굴에 의해 순간적으로 붕괴하나 파형 격벽의 경우 
Flange가 Web에 구속됨으로써 국부좌굴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하중 증가에 따른 붕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본 설계 지침서에서는 파형 격벽만을 이용하여 작성하기로 한
다.

파형 격벽의 경우 단면 보강재의 유무에 따라 보강 단면
(Stiffened profile)과 비보강 단면(Unstiffened profile)으로 나눌 
수 있으며, Fig. 8에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보강 단면의 경우 구
조의 경량화를 가능케 하나 용접량이 증가하여 전체 제작비용 측
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설계 지침서에서는 
비보강 단면만을 이용하여 작성하기로 한다.

Fig. 8 Section profile of blast wall
형상 특성치의 경우는 J W Boh(2007)의 해석과 

Brewerton(1999)의 자료에 기초하여 특성치를 적용하기로 
하며 그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 Web slope :  ≤  ≤  
- Flange or Web : b/t < 400,  sw/t < 400

(Flange ,Web에 의해 양단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경우)

Fig. 9 Flange and web geometry of blast wall
- Rounded corner :  ≤  .  ≤  이면 

Rounded    corner 영향성 무시
(판 굽힘시 r값으로 1.5t를 표준화 하고 있으므로 

Rounded corner 영향성 무시)

 단면 특성치의 경우 Flange 혹은 Web의 국부 좌굴 기
준(Local buckling criteria)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설계 지침서에서는 하중 작용 시 단면의 국부 
좌굴 없이 소성 힌지(Plastic hinge)까지 가능한 단면만을 
적용하며, 하중 증가에 따라 소성힌지가 형성된다.

하중 작용 시 단면의 국부 좌굴 없이 소성 힌지(Plastic 
hinge)까지 가능한 단면 적용시의 제한 조건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Class 1 cross section limitation (ENV1993-1-4) 

 상기의 단면 특성치를 적용하여 설계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Blast wall 단면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 및 Table 5에 
정리하였다.

Fig. 10 Applied section profile
Table 5 Applied principle parameters of blast wall

5. 해석결과 분석 
 파형 격벽의 폭에 따라 깊이, 두께를 바꾸어가며 해석한 결과를 
Fig.11-13에 나타내었다.

Fig. 11 Blast wall displacement – breadth 400mm, depth 
150mm

  Fig. 11은 깊이 150mm를 갖는 파형 격벽의 결과를 살펴보면 
폭발압력이 0.8bar 이상에서는 주어진 부재 두께와 상관없이 파
형 격벽 중심에서의 최대 변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계압력이 0.8bar 이상이라면 그래프에서 보여 지는 것처
럼 미소한 폭발압력 변화에도 급격한 붕괴를 초래 할 수 있으므
로 깊이 150mm를 갖는 파형 격벽의 설계 시 세심한 주의를 필
요로 한다.

Fig. 12 Blast wall displacement – breadth 400mm, depth 
200mm

  Fig. 12는 깊이 200mm를 갖는 파형격벽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재 두께 6mm와 8mm를 갖는 파형 격벽은 깊이 150mm를 갖는 
파형 격벽처럼 폭발압력이 0.8bar 이상에서는 파형 격벽 중심에
서의 최대 변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허용변위
를 격벽길이/40으로 설정한다면 10mm 두께의 파형 격벽은 약 
1.2bar 까지 12mm 두께의 파형 격벽은 약 1.5bar까지의 폭발압
력에 견딜 수 있으며 폭 변화에 따른 허용압력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13 Blast wall displacement – breadth 400mm, depth 
250mm 

  Fig. 13은 깊이 250mm를 갖는 파형 격벽에서 허용변위를 격
벽길이/40으로 설정한다면 두께 12mm를 갖는 파형 격벽은 약 
2.0bar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세설계 초기단계에서 폭발압력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파형 격벽의 폭, 깊이, 두께를 선정하면 파형 격벽 중심
에서의 최대 변위를 Fig. 11-13을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해석 없
이 도출할 수 있다. 
 Blast wall의 해석 적정성을 검토하는 인자로 격벽 중심에서의 
최대 변위를 이용한다. 규정에 따라 설계조건으로 이용하는 허용



범위가 다르며 Blast wall 설계 시 가장 널리 통용되는 
Brewerton(1999)의 경우 격벽길이/40에서 격벽길이/25까지의 
값을 최대 허용범위로 한다. 또한 격벽에서 발생하는 변위로 인
하여 격벽의 앞 혹은 뒤에 위치하는 기계 장비 혹은 배관 등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적정성 검토 조건으로 본 
연구의 해석결과를 분석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으로부터 인명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

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Blast wall에 대하여 하기 사항들의 구조
적 특성을 검토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향후 공사의 Blast wall 
설계 시 적절한 형태를 결정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격벽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강재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
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강도강을 응력-변형률 곡선은 완전 탄
소성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폭발하중으로 인한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Cower와 
Symonds가 공동 제안한 식 (3-1)을 이용하였다. 

  둘째, 파형 격벽과 보강격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 검토하
였다. 탄성 영역에서는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격벽에서는 단면 2
차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보강격벽이 효과적이나 소
성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격벽의 경우 상, 하부 Flange가 Web
에 구속됨으로써 격벽 전체의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파형 격벽
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계조건에 따른 구조적 특성에 관해 검토하였
다. 일반적으로 Blast wall의 하부는 갑판에 용접을 통해 연결하
며 이때 갑판에 모멘트를 전달시키지 않는 단순보 경계조건 구조
를 만든다. 그러나 Blast wall의 상, 하부 연결 구조인 판(Plate)
은 두께만큼 모멘트를 전달하며 그 두께에 따라 변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Blast wall 설계 시 적절한 판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Blast wall에서 허용 폭발하중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소성 단면계수를 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격벽 깊이의 경우 해양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변경의 폭이 
넓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0mm의 폭에 다양한 두께를 설
정하여 적용 가능한 상황을 구현하였고 깊이 150mm, 200mm, 
250mm 중 250mm를 갖는 파형격벽에서 두께 12mm를 갖는 파
형 격벽은 약 2.0bar에 견딜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해양구조물
의 초기 상세설계 단계에서 폭발압력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파형격벽의 폭, 깊이, 두께를 선정하면 복잡한 구조해석 없이 파
형 격벽 중심에서의 최대변위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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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사는 선박 의장이나 해양 플랜트의 설계 과정에서 각종 기자재의 사양을 결정한 후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기자재를 납품 받는다. 기자재 납품 시 기자재의 3D CAD 데이터를 같이 제공받지만 복잡도가 높아 조선 CAD 시스템에 맞도록 간략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자재 3D CAD 데이터의 간략화를 위해서는 간략화 기준의 개발 및 구현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자재의 부피, 포트, 주 치수를 고려한 간략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간략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을 분석하고 간략화 모듈을 구현한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간략화 모듈을 사용한 기자재 3D CAD 데이터의 간략화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간략화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Keywords : Equipment catalog, LOD criteria, Ship outfitting and offshore plants, 3D CAD data simplification

1. 서 론
최근 조선 산업에서는 3D 기반의 조선 CAD 시스템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3D CAD 시스템의 도입은 2D CAD 보다 직관적
인 가시화뿐만 아니라 볼륨을 이용한 간섭체크, 경계계산, 유지
보수 구역 확보 등으로 설계 오작을 줄여주고, 설계 이후의 건조 
공정과의 연계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자재 3D CAD 데이터는 디지털 목업 (Song & Chung, 
2006), 생산 관리 (Kim & Bae, 2011), 의장 카달로그, 생산 공
정 계획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3D CAD 데이터는 목
적에 따라 다양한 상세도를 가지게 된다(Lee, 2004). 기자재 업
체의 경우 기자재의 설계 및 제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상세도를 가지는 기자재 3D CAD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에 
반해 조선소는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시스템의 설계 및 건조를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상세도를 가지는 기자재 3D CAD 데이
터를 사용한다. 목적에 맞는 상세도를 가진 3D CAD 데이터의 
사용은 업무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소가 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크기도 줄여준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운영단계 생애주기 시스템이나 AR 기
반의 선박유지보수 시스템을 위해서도 기자재 3D CAD 데이터의 
간략화가 필요하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기
자재 정보를 육상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역폭의 제한이 있어 간략화 된 3D CAD 모델을 사용

한다. 
지금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3D CAD 모델 간략화의 연구가 보

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현업에 대한 적용보다는 간략
화 알고리즘에 개발(Schroeder, 1992), 각각의 알고리즘의 대한 
속도 비교(Cignoni, 1998), 간략화 모델의 자료 구조 제시로 끝
나고 있어서 실제 조선 산업에 적용이 어렵고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조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3D 간략화 기술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지금까지 조선소의 부서 담당자와의 인터
뷰를 통한 요구사항 식별(Kang et al., 2011), 간략화 절차 정의 
및 필요 요소기술을 조사(Kang et al., 2012)를 하였다. 이 논문
에서는 기자재의 부피, 포트, 주 치수를 고려한 간략화 기준을 
제시하고 간략화 모듈을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2. 간략화 기준의 정의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와 달리 조선 산업에 맞는 정량적인 3D 

CAD 데이터의 간략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때문에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기준을 선정하였고 각
각의 기준과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2.1. 부피
부피 정보를 이용하여 3D CAD 모델의 간섭 체크 및 경계 판

단 등을 하기 때문에 부피는 매우 중요한 간략화 기준이 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3D 특징형상은 크게 가법 특징형상과 감법 특징형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감법 특징형상의 제거를 통하
여 간략화를 진행하였다. 감법 특징형상을 제거할 경우 구멍
(hole), 모따기(chamfer)와 같은 형상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간략
화 결과가 우수하고 알고리즘이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그
러나 감법 특징형상 개수 이상의 LOD 모델을 제공할 수 없고 감
법 특징형상이 아닐 경우 매우 작은 부피를 가진 특징형상들이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조선소의 요구사항 중에 ‘간략화가 진행되어도 전체 부피의 
변화는 적어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간략화 
진행 대비 부피변화량에 초점을 맞추고 가법 감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특징형상이 모델에 영향을 주는 부피를 계산하여 간략
화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2. 포트 인접 관계
조선소는 시스템 관점에서 기자재를 다루기 때문에 세부 외곽 

형상이나 내부의 상세 정보 보다는 다른 컴포넌트나 파트간의 인
터페이스 정보가 중요하다. 포트는 일반적으로 노즐을 말하는데 
다른 컴포넌트와 유체의 연결되는 위치를 의미한다. 때문에 간략
화를 진행하더라도 포트와 관련된 형상은 보존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부피를 이용한 간략화의 경우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이나 
가는 막대기로 표현이 되는 포트는 부피 값이 작기 때문에 낮은 
LOD (level of detail) 단계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용자가 포트에 해당되는 특징형상을 선택할 경우 해
당 특징형상만이 포트로 선언되나 주변에 포트와 연결되는 특징
형상들은, 부피 값이 작아, 삭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
접 관계를 확인하여야 인접한 특징형상이 낮은 LOD 단계에서 삭
제되지 않도록 한다. Fig.1의 예에서, 포트는 {F1}이고, 1차 인
접 관계는 {F2,F4}, 2차 인접 관계는 {F3}, 해당 사항이 없는 특
징형상은 {F5}가 된다. 

Fig.1. 특징형상 인접 관계 그래프
2.3. 기자재 주요 치수

기자재 도면에는 높이, 넓이, 폭 등과 같은 기자재의 주요치수
가 나타나 있다. 이는 기자재의 배치 및 탑재 시 주요 고려대상
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간략화를 계속 진행하
면 주요치수는 불가피하게 변하게 되지만 간략화 기준에 주요 치
수를 포함시켜 간략화 대비 주요치수의 변화량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2에서 기자재의 우측에 체결을 위한 볼트와 너트

가 있는 경우 이는 부피관점에서는 간략화 대상이 되지만, 기자
재 주요 치수를 고려한다면, 다른 볼트와 너트에 비해서 매우 중
요하게 된다.

Fig. 2. 기자재 주요 치수를 결정하는 특징형상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간략화 연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은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비 형상정보를 간략화의 기준으로 
설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작은 부피를 가지지만 공학적으로  의
미를 가진 형상을 보존 할 수 있다.  

3. 간략화 알고리즘의 개발
특징형상 기반 방법에서 간략화란 기자재 CAD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LOD 기준에 근거하여 특징형상을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
로 재배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OD 판단 알고리즘은 간
략화 시스템의  핵심이다. LOD 판단 알고리즘은 2절에서 설명한 
간략화 기준에 기반을 두어 개발을 하였고 이는 조선소에서 요구
한 기자재 3D CAD 데이터 요구사항에도 부합된다. 

3.1. 특징형상 볼륨 추출
특징형상의 볼륨을 추출하는 방법은 3D 모델을 생성한 CAD

시스템에서 추출 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나 독립성을 위하여 
형상 모델링 커널(ACIS)에 있는 API(API_MASS_PROP)를 이용하
여 추출하였다. 

API_MASS_PROP는 3D 모델의 질량, 부피, 겉넓이 등을 계산
하는 API로써 볼륨을 신속하게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만을 선
별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원래 CATIA CAD 데이터의 속성 
파일과 비교한 결과가 Fig. 3이다.

Fig.3. 특징형상 부피추출 모듈 검증



3.2. 포트 인접 관계 추출
포트 인접 관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특징형상의 충돌검사를 

통하여 인접여부를 확인한다. 충돌검사는 형상 모델링 커널에서 
제공하는 API_CLASH_BODY를 사용하였다. 

API_CLASH_BODY는 다양한 사용방법이 있는데 인접 관계 추
출만을 위해서는 충돌의 종류와 BODY 관계는 필요가 없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CLASH_EXISTENCE_ONLY 기능을 선언하여 
사용하였다.

Fig. 4는 포트 인접 관계 추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포
트의 개수는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기 있기 때문에 초기에 
포트를 입력 또는 전달을 받게 되면 포트를 모두 BOOLEAN 연산
을 사용하여 더하게 된다. 결과 값은 포트 인접 관계 추출 알고
리즘에 초기 INPUT이 된다. INPUT값은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징형상과 충돌검사를 하게 된다. 충돌이 발생하는 특징형
상은 1차 포트 인접 리스트에 넣어 관리를 하게 된다. 1차 인접 
리스트의 특징형상 또한 충돌검사를 하여 2차 인접 리스트를 만
들게 된다. 이 때 1차 인접 리스트와 2차 인접 리스트의 중복을 
막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Fig.4. 포트 인접 관계 추출 알고리즘
3.3. 외곽 경계 추출

기자재 주요치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형상이 외곽 
경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야 한다. 물론 기자재 도면을 확인
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으나 자동으로 외곽 경계를 찾는 
방법도 필요하다. 

외곽 경계를 추출하는 직접적인 API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API를 조합하고 SELF DEVELOP을 이용하여 외곽 경계 추출 모
듈을 구현하였다. 먼저 API_TIGHT_BOX를 이용하여 기자재에 대
한 경계 박스를 생성한다. 이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조정하여 기
자재에 외곽에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TIGHT_BOX의 생성이 필요
하다. TIGHT_BOX를 생성하면 육면체의 여섯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데 좌표 변환을 통하여 기존의 TIGHT_BOX보다 조금 큰 
TIGHT_BOX_2를 생성한다. TIGHT_BOX_2에서 TIGHT_BOX를 차
감하면 매우 얇은 쉘 형태의 바운딩 박스가 생성되는데 이를 이
용하여 전체 특징형상과 충돌검사를 하게 된다. 이 때 충돌검사
는 3.2절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3.4. 그룹 생성 
기계 CAD 시스템에서 모델링을 할 때 Pattern 특징형상을 많

이 사용하게 된다. Pattern 특징형상으로 생성된 여러 부분들을 
그룹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LOD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Fig. 5에서 붉게 표시된 구멍들을  분리하여 판
단을 하면 LOD 설정에 따라 구멍들의 일부만이 사라지는 의미 
없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Pattern 특징형상
을 처리하여 해당 구멍들을 그룹화 한 후 전체 부피를 계산하고 
간략화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상 모델링 커널에는 ENTITY_LIST라는 자료구조가 존재한
다. 이를 이용하여 Pattern 특징형상을 ENTITY_LIST에 저장하고 
ENTITY_LIST를 사용 시 ENTITY_COUNT를 통하여 개수를 파악
하고 불리안 (boolean) 연산을 하여 하나의 바디 (body)를 병합
한 후,  부피, 포트 인접, 외곽 경계 알고리즘에 사용한다.

Fig.5. 특징형상 그룹 생성
3.5. 우선순위 결정 값 계산

특징형상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우선순
위 결정 값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Fig. 6과 같이, 앞 절에서 
설명한 세 가지 종류의 간략화 기준에 따라 얻게 되는 우선순위 
결정 값들을 정규화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는 후처리 작업이 필요
하다. 이 연구에서 가중치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피 데이터는 연속적이므로 기존의 평균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형상에 따라 부피 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부피 값
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전체 특징형상의 개수로 나누어 우선순
위 결정값을 계산한다. 부피에 관한 우선순위 결정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가중치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조
절을 한다. 포트 인접 관계는 포트, 1차 인접, 2차 인접으로 나누
어 각각 1, 1/2, 1/3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가중치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조절을 한다. 외곽 경계는 외곽인 경우에는 1, 아닌 경
우에 0의 값을 주었고 가중치를 통하여 세부적인 조절을 한다. 

4. 간략화 데이터 및 가시화 결과 
간략화 모듈의 검증을 위해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터플

라이밸브 모델 (Fig. 5)을 사용하였다. 버터플라이밸브 모델은 
73개의 특징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버터플라이밸브 모델에서 
좌·우측에 있는 유체가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을 포트로 입력하여 
간략화를 수행하였다. Fig. 7은 테스트 모델에 대해서 부피, 포트 
인접 관계, 외곽 경계 데이터의 계산 결과이다.



Fig. 6. 우선순위 결정 값 계산 방법

Fig. 7. 부피, 포트, 외곽 경계 데이터
 

3.절의 간략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기자재의 특징형상 개수
만큼의 LOD 수준을 제공할 수 있어 목적에 맞는 상세도를 갖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가중치 조절을 통하여 부피, 포트, 
주요치수 각각의 중요도을 조절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Fig. 8
와 같이 외곽 경계에 가중치를 두고 간략화를 진행하였다. 가중
치 비율은 부피, 포트, 주요치수 각각 1:1:2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외곽 경계에 많은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LOD 수
준이 높아져도 외곽의 바운딩 박스가 유지됨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간략화가 진행되면서 사용이 어려운 간략화 모델이 생성 된
다. 이 모델의 경우 73개의 LOD 수준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중에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Fig. 8의 마지막 모델은 사
용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간략화 대비 부피의 변화량과 외곽 경계의 변화량은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언급된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간략화가 진
행되면 부피와 외곽 경계 또한 변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변화량
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높은 LOD 수준에서 좋은 결과를 준다. 

Fig. 9과 Fig. 10은 각각 간략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과 간략
화 대비 외곽 경계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외곽 
경계 변화량은 바운딩 박스의 부피 변화량으로 대체 하였다. 

Fig. 8. 가중치 1:1:2을 적용한 간략화 결과



Fig. 9. 간략화 대비 부피 일치도

Fig. 10. 간략화 대비 외곽 일치도
부피 일치도의 경우 40/73까지는 매우 우수한 일치도를 보인

다. 외곽 일치도의 경우 가중치를 2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간략화
가 진행되어도 외곽 경계의 변화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Fig. 11는 2:1:1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간략화 정도를 53/73으
로 한 결과이다.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모델은 실제 현업에서 
수작업으로 간략화한 것으로 비교를 위해 제시하였다. 현업에서
는 빠른 모델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량적인 기준을 
사용하기 보다는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간략화 결과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두 모델 간의 유사
도가 높아 제안하는 간략화 알고리즘의 현업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가중치 2:1:1을 적용한 간략화 결과(좌: 수작업으로 
간략화한 모델, 우: 자동으로 간략화한 모델)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기자재 3D CAD 데이터의 간략화 기준을 정의

하고 이에 기반 한 간략화 알고리즘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 된 부피뿐만 아니라 포트와 주요 
치수와 같은 비형상 공학 정보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
업에서 사용하고 테스트 모델에 대한 실험에서 간략화 대비 부피 
변화와 외곽 경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안하는 간략화 알고리
즘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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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교육기부와 조선해양공학
권 영섭(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선박해양공학과)

요 약

나눔, 혹은 기부의 행위는 아마도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자  나눔 문화의 확산을 국가적 과제로 운영하였으며 이의 연장선에서 근년에 이르러 교육기부라는 국가 정책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기부는 과학기술, 문화예술, 그리고 인문사회의 분야로 나뉘어 전개 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네 과학기술교육기부의 현황과 비
전에 대해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비록 초창기이기는 하나 우리네 사회에서 최대의 관심사와 다름 아
닌 교육과 직결된 정책이며, 마땅히 양성화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해양공학계에서 합당한 관심과 참여
가 이루어져 교육기부가 지향하는 관련 기업의 재도약과 동기부여를 지닌 창의적 인재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21세기에 걸맞는
국가문화적 상승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됨에 기여하고자 한다.

Keywords : 교육기부, 과학기술교육기부, 조선해양공학, 창의적 인재, 국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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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인 선박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를 위한 Dynamic fault tree 작성 
및 Bayesian network 로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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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of dynamic fault trees into Bayesian networks for           
quantitative reliability analysis of ship machine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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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p machinery systems are used to provide a variety of functions at multiple locations in 
a whole ship. If any system fails to operate and loses its own function, it will affect ship 
operation. Subsequently, an accident, causing loss of lives or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induced by the failures of systems. Thus, ship machinery systems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system reliability or safety during the design stage. This paper gives a 
methodology for quantitative system reliability assessment by constructing dynamic fault 
trees and converging them into Bayesian networks for calculation. 

선박 의장시스템은 선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선박 전체에 배치되어 사
용된다. 선박 의장시스템이 고장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선박 전체의 
운항에 영향을 끼쳐 인명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수명주기 중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의장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및 위
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신뢰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Dynamic fault trees 를 작성한 후, 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
법으로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한다. 

Keywords: Dynamic fault trees(동적고장수목), Bayesian networks(베이지안 네트워크), 
System reliability(시스템 신뢰성), Ship machinery systems(선박 의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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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박 운용 시 발생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의장시스템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Fig. 1 Machinery damage as the most frequent 
accident (IMO,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급 규정은 의장시스

템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개개의 장비나 부품에
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범적(prescriptive)인 성
격을 띠고 있다. 또한, Failure mode 에 대한 명시
가 없으며, 설계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고려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동적인 설계
가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의장시스템의 고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측
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설계를 한다면 선박 관련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신뢰성 기반의 의장시스템 안전성 평가 방법을 고
안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장시스템의 고장으로 인
해 유발되는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선
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
스템 전체의 위험도를 저감함과 동시에 설계에서
의 높은 자유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의장시스템 신뢰

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Dynamic fault trees 를 
작성한 후, 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Dynamic fault trees 작성 
 
2.1 Dynamic fault trees 
FTA(Fault Tree Analysis)는 Top event(예: 각종 

사고, 화재, 충돌 등)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규명하
고, 이 원인들간의 논리적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Top event 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수를 밝혀냄과 
동시에 Top event 의 발생 확률을 정량적으로 계
산해 내는 방법이다. Fault trees 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Fig. 2 Typical symbols used in fault trees 
(Modarres, 2006) 
 
Top event 를 발생시키는 원인들, 즉 Event 간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는 Gate symbols 을 사용하여 
표현하게 된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Gate 
symbols 만을 이용해서 전체 Fault trees 를 구성
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AND gate 와 OR gate 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는 곧 event 의 발생 
순서와는 상관 없이 조합(combination)만 고려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Fault trees 를 
Static fault trees 라 할 수 있다. 
한편, Static fault trees 에 시간적/통계적 의존관

계를 반영한 모델을 Dynamic fault trees 라고 하



 

 

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다음 Fig. 3
과 같은 추가적인 Gate model 을 사용한다. 

Fig. 3 Dynamic fault tree gate models (Dugan, 
1992) 
 
 위와 같은 Gate model 을 사용할 경우 그 정량적
인 계산은 Markov chain, Monte Carlo simulation, 
Bayesian networks 등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
다. 
 
2.2 기존의 Fault trees 와의 비교 
기존의 Fault trees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ND/OR gate 에 의존하여 모델링 하기 때문에 
Redundancy 를 가진 부품/장비의 경우에도 AND 
gate 를 사용하여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의
장시스템의 경우 Redundancy 를 가진 부품/장비
의 운용은 하나는 Active, 다른 하나는 Standby
인 경우가 많아 두 개의 부품/장비가 동시에 고장 
나는 경우라기보다는, 일련의 순서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여 시스템의 고장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Fig. 4 Example for a redundant system and its 
corresponding dynamic fault tree 
 
예를 들어, Fig. 4 와 같이 하나의 Active 

component 와 다른 하나의 Standby component, 
그리고 하나의 Switch 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다. 
이 때, Active component 가 고장 난 후 Switch
가 고장 나면 이미 Switch 가 Standby 
component 로 이동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Active component 가 고장 나기 이전에 Switch 가 
고장 나 있다면, Standby component 는 작동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Active component 가 고장 
날 때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
한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Fault tree gate 를 사용
해서 모델링 하는 것보다 Dynamic fault tree gate
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의장시스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Active component 와 Standby component 의 공
존 및 다양한 운영 모드를 반영하여 위험도 모델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Fault trees 보다는 
Dynamic fault trees 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
적이고 논리적이다. 
 
2.3 Dynamic fault trees 계산 
Dynamic fault trees 의 Top event 발생확률을 정

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로 Markov chain
을 사용한다. Markov chain 은 Dynamic process
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 혹은 운영 모드를 Node 로 표현하고, 
Node 간의 상태 변화율을 Arc 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 위 Fig. 4 에서 작성한 Dynamic fault tree 에  



 

 

Fig. 5 Example of dynamic fault tree calculation using Markov chain 
 

대해 Markov chain 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Fig. 5
와 같다. 
 
2.4 Dynamic fault trees 계산을 위한 Markov 
chain 사용 시 문제점 
위 2.3 에서 본 것과 같이 Dynamic fault trees 

계산을 위해 Markov chain 을 사용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 해석적인 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6 Example of a dynamic fault tree 
 
그러나 Component 혹은 Basic event 의 수가 증

가하게 되면 Markov chain 상의 Node, 즉 State 

 
의 수가 급증하게 되어 모델링 시간 및 계산 시간
이 급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Fig. 6 의 경우, Dynamic fault tree 상의 16 개의 

Basic event(A~P)가 Working 혹은 Failed 의 두 
가지 State 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Markov chain
의 State 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of combination# of possible failure sequences of components   2 16! 1.37 10        (1) 
 
선박의 경우,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의장시스템 부품/장비가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전성 해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Dynamic fault trees 를 작성한 후 

Markov chain 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자동화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계산 시간뿐만 아니라 모델링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Fault trees 상
의 각 event 가 갖는 State 가 2 개(Working or 
Failed)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Markov chain 의 
Node 는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 있지만, 각 Arc 에 
해당되는 상태 변화율 값은 모든 경우에 따라 다



 

 

르기 때문에 수동으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Fig. 7 Conversion of Dynamic fault trees into 
Markov chains (NASA HQ, 2002) 
 
 위의 Fig. 7 에서 알 수 있듯이, 각 State 를 연결
하는 Arc 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율 값은 모든 경
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완전 자동화 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Component 혹은 Basic event 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델링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3. Bayesian networks 
3.1 Bayesian networks 
Bayesian networks 란 여러 개의 변수들간의 확

률적인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 구조이다. 
Bayesian networks 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는 조건
부확률에 있어 사전확률과 사후확률의 관계를 정
립한 Bayes’ theorem 에 기초한다. Bayes’ 
theorem 은 Fig. 8 과 같다. 

Fig. 8 Bayes’ theorem (Kim, et al., 2011) 
 
Bayesian networks 는 Directed Acyclic 

Graph(DAG)로, 이산/연속확률변수를 나타내는 
Node(V)와, Node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Arc(E)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G=(V,E)라고 
표현 가능하며, 이 때 V 와 E 는 모두 조건부 독립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d-separation 가정을 만
족시켜야 한다. d-separation 가정이란 변수 X 로
부터 변수 Y 로의 Arc 는 직접적인 원인-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건부 
독립 가정은 Bayesian networks 의 정량적 계산의 
근거로, 예를 들어 확률변수 X, Y, Z 가 있을 때 
P(X,Y|Z) = P(X|Z)*P(Y|Z)가 성립하면 Z 를 알고 
있을 때 X 와 Y 를 조건부 독립이라 한다. 
Bayesian networks 의 정량적 계산을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 분포(CPD: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알아야 한다. CPD 는 각 Node X
와 그의 부모(parents)인 pa(X)와의 확률적인 상
호관계를 정의해 준다. 연속확률변수의 경우 CPD
는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하게 된다. 따라
서 조건부 독립 가정 하에서는 결합 확률 분포가 
다음 식(2)와 같게 된다. 
 P ,  ,  ,   ∏ P |       (2) 

 
위에서 언급한 Bayes’ theorem, 조건부 독립 가

정, 조건부 독립 가정 하에서의 결합 확률 분포 
식을 이용하면 Bayesian networks 의 정량적인 계
산이 가능하다. Bayesian networks 계산 방법 예
를 들면 다음 Fig. 9 와 같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

- p(Ai|E): posterior probability given evidence E
- p(Ai): prior probability
- P(E|Ai): likelihood of the evidence given Ai

- p(E): preposterior probability of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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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 of Bayesian networks calculation 
(Kim, et al., 2011) 
 
3.2 Dynamic fault trees 계산을 위한 Bayesian 
networks 로의 변환 
Dynamic fault trees 계산을 위해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할 경우에는 Markov chain 과 달
리 자동 변환이 가능하다. 우선 Dynamic fault 
trees 의 각 Event 는 Bayesian networks 의 Node
와 일대일 대응 시켜 생성한다. 또한, Dynamic 
fault trees 에서의 각 Gate model 이 갖는 논리적 
연관성을 Bayesian networks 상에서는 Arc 를 사
용해 표현한다. 표면적으로는 Bayesian networks 
상에서의 Node 와 Arc 간의 관계가 Dynamic fault 
tree gate 를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는 각 Node 와 Arc 에 대한 CPD 를 작성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기존의 Static fault trees 에서 주로 사용하는 

AND gate 와 OR gate 를 Bayesian networks 로 
변환하면 다음 Fig. 10 과 같다. 

Fig. 10 AND gate and OR gate (Schleder, 2011) 

Fig. 10 에서 위는 AND gate, 아래는 OR gate 의 
Bayesian networks 로의 변환을 나타내며, 각 그
림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수식이 CPD 를 의미
한다. 이는 모든 Event(A, B, E)가 0 과 1 의 두 가
지 State 만을 갖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 
Dynamic fault trees 의 경우에는 Gate model 이 

Event 간의 시간적/통계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동일한 장
비 두 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작동 중인 장비
를 A, 나머지 대기 상태에 있는 장비를 B 라고 할 
때, 만약 B 의 고장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면 이러한 시스템은 CSP(Cold SPare gate)를 사
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Mission time
을 T 라 하고, 이 시간 T 를 n 등분 했을 때의 그 
간격을 Δ라고 하면 Δ=T/n 의 관계를 갖는다. 만
약 n 이 2 라면, 시간 간격은 [0, Δ), [Δ, T), [T, +
∞)의 세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에 번호를 매겨 
[0, Δ)는 1 번 구간, [Δ, T)는 2 번 구간, [T, +∞)
는 3 번 구간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경우의 
Dynamic fault tree 및 Bayesian network 로의 전
환은 다음 Fig. 11 과 같다. 

Fig. 11 Conversion of a CSP gate into a 
Bayesian network (Boudali, 2005) 
 
이 때, Fig. 11 에서 표 1.은 PPT(Prior Probability 

Table)이라고 하며, PN 는 각각 N 번 구간에서 장
비 A 가 고장 날 확률을 의미한다. P1 과 P2 의 합
은 t=T 일 때 장비 A 의 고장확률과 같다. 따라서 
P3 는 t=T 일 때 장비 A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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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1, x2, x3) = p(x3 | x1) p(x2 , x1)

= p(x3 | x1) p(x1 | x2) p( x2)

p(x1, x2, x3) = p(x3, x2 | x1) p( x1)

= p(x2 | x3, x1) p(x3 | x1) p( x1)



 

 

있을 확률, 즉 신뢰도를 의미한다. 
표 2.와 3.은 CPT 이며, PNM 은 N 번 구간에서 

장비 A 가 고장 났을 때 M 번 구간에서 장비 B 가 
고장 날 확률이다. 참고로 CPT 에서 각 열의 값들
의 합은 1 이다. 
위와 유사하게 WSP(Warm SPare) gate, 

PAND(Priority-AND) gate, FDEP(Functional-
DEPendency) gate, SEQ(SEQuence-enforcing) 
gate 에 대해서도 각 Gate model 에 알맞은 CPT
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시키면 Dynamic 
fault trees 를 Bayesian networks 로 자동 변환시
킬 수 있다. 
 
3.3 Dynamic fault trees 계산을 위한 Bayesian 
networks 사용 시 장점 
기존의 Fault trees 및 Dynamic fault trees 에서

는 기본적으로 각 Basic event 의 State 를 두 가
지(Working or Failed)로만 표현 가능했던 반면,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하면 두 가지 이상의 
State 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
어, Working state 에 대해서 100% capacity, 50% 
capacity 등으로 운영 모드에 맞는 State 를 표현 
할 수 있으며, Failed state 에 대해서도 각 Failure 
mode 별로 Leakage, Structural deficiency, 
Power supply failure 등으로 표현 가능하다. 따라
서 보다 현실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하면 각 Basic 

event 간의 자유로운 상호 의존관계가 표현 가능
하다. 이러한 가능성은 Common causes(하나의 
event 가 동시에 여러 개의 event 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수반한 시스템 분석에 유용하다. 이에 더
해, 배반사건(하나의 event 가 발생함으로써 다른 
event 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모델링 가능
하게 된다. 위 두 가지 경우를 일반화 시키면, 하
나의 event 가 발생함으로써 다른 event 의 발생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모든 경우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또한 기존의 FTA 는 모든 Basic 
event 가 독립인 경우에 대해서만 모델링 가능했
던 것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모델링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Dynamic fault trees 계산 시 Markov 
chain 대신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하게 되면 
모델링 시간 및 계산 시간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모델링의 경우, Markov chain 은 Dynamic 
fault trees 로부터 자동 변환이 불가능하여 수동으
로 작업해야 했던 것에 반해, Bayesian networks
를 도입하면 자동 변환이 가능하여 모델링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또한, Markov chain 은 거의 무
한히 증가하는 State 의 개수에 대해 모두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 Bayesian networks 에서는 각 
CPD 에 대한 계산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적은 계산 부담을 앉게 되고, 이는 곧 계산 시간
의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 
 

4. 결론 
선박 의장시스템은 방대한 수량과 다양한 기능 

때문에 선박이라는 시스템의 고장을 유발시키고, 
이는 인명/환경/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를 불
러 일으킨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의장시
스템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FTA 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모델링이 
가능한 기법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Dynamic 
fault trees 의 도입이다. 한편, Dynamic fault 
trees 를 통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보다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Markov chain 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
는 문제점 – 복잡한 모델링 과정 및 긴 계산 시
간 – 을 극복하기 위해서 Bayesian networks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State 를 가
진 변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통계적으로 
종속적인 변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장점
이 있다. 
추후 실제 선박 의장시스템에 대해 Dynamic 

fault trees 를 작성한 것을 Bayesian networks 로 
자동 변환 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Case study 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이 Case 
study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Static fault trees 와 



 

 

Dynamic fault trees 와의 계산값 비교, Markov 
chain 를 사용한 계산과 Bayesian networks 를 
사용한 계산의 비교 등을 통해 검증을 거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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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pter Landing Area 강도 계산서 개발 
 

최명수*, 채명진, 송영욱 (현대중공업) 
 

Abstract 
 

With reference to helicopter landing condition, the request of structural evaluation in way of landing area has been 
increased by ship owners or charters, recently. Therefore, we have prepared and developed the calculating sheet by using of 
VBA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in order to easy assessment and prompt response for request. For your reference, 
structural members in way of helicopter landing area are evaluated by rule requirements and yard’s practice according to 
different load cases which are mentioned on rules. 
 
Keywords: AMSA, Overall length( D ), Maximum take off weight, Tyre print area 
 

1. 서 론 
 
최근 선주 및 선박 운용사의 helicopter landing과 관련 

구조 강도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AMS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Marine Orders Part 57의 
helicopter operation시 ship operator가 static load와 
dynamic load에 대하여 helicopter landing이 되는 deck 
surface가 견디는 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landing이 되는 deck 
surface 및 이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의 계산서를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guide의 helicopter 
size에 따른 load를 고려하여 선급 별 평가 기준에 맞춘 
계산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상용 program의 excel을 
이용한 계산서를 개발하여 설계자가 강도 평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선주 및 선급 요청에 따른 
response time을 감소하여 대 선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2. Helicopter Landing 제반 사항 

 
1) AMSA Marine Orders Part 57 

AMSA Marine Orders Part 57은 helicopter를 이용한 
운송과 관련하여 pilot을 포함한 helicopter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5.2.2항에 따라 deck 

surface가 static과 dynamic loads에 대하여 견디는 것에 
대한 정보를 ship operator가 확인해야 한다. 

 
5.2.2 The operator of a ship on which a helicopter is likely to 
ladn must ensure that there is available on the ship information 
relating to ability of any deck surface to withstand the static and 
dynamic loads imposed by a helicopter landing on that surface. 
 
Not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is provision would normally be 
provided by, or based on criteria provided by, the Classification 
Society carrying out the ship’s surveys. 

 
2) Ship–Helicopter Transfers : Australian Code of Safe 
Practice 

AMSA Code에 따라 heavy normal operation을 고려할 
경우 1.5 × maximum take off weight를 지지해야 하며, 
emergency landing의 경우 2.5 × maximum take off 
weight를 지지해야 한다.  
 
3) ICS Guide 

ICS의 Guide to Helicopter/Ship Operation 4th 
Edition(2008)은 shipping companies 및 승선자에게 
helicopter 및 선박의 안전한 operation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helicopter landing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상선에서 
사용되는 helicopter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helicopter landing area의 구조 강도 평가 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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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3. Helicopter Landing Area 강도 평가 
 

1) Helicopter 제원 
ICS의 Appendix A에 나타난 해상에서 사용되는 상용 

helicopter의 제원은 아래의 Table 3-1과 같다. 

 
Table 3-1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helicopters 

 
2) 선급 별 적용되는 Rule 

Helicopter landing area의 strength를 검토하기 위한 선급 
별 적용 rule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각 선급 별 적용 rule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LR(Lloyd Register) 
Helicopter landing area의 강도 평가는 Part 3, Chapter 9 

Section 5에 아래와 같이 deck plating에 대한 평가 식, load 
case 및 permissible stress가 나타나있다. landing이 되는 
부분의 tyre print 치수에 관련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print 
area를 300×300mm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t1 은 thickness coefficient α 와 stiffener의 

spacing s로 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tyre print chart 및 

landing area의 위치를 고려한 factor 또한 고려되어 최소 

요구치가 결정된다. 

 
 
Deck stiffening 및 하부 보강 구조에 적용되는 loading은 

아래 Table 3-2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뉘어 검증을 한다. 

 
Table 3-2 Design load cases 

 
Loading에 따른 deck stiffening 및 하부 보강 구조의 허용 

응력은 아래 Table 3-3과 같다. 
 

 
Table 3-3 Permissible stresses 

 
 2>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Helicopter deck 설치에 따른 강도 평가 기준이 Part 3 Ch. 

2 Sec.11에 언급 되어 있다. 따라서 tanker선 및 strength 
deck 에 helicopter가 landing 되는 것을 가정하여 해당 
rule에 따라 deck plating 및 하부 구조를 평가한다. 

 
Deck plating은 Part 3 Ch.2 Sec.3 Decks 5.17 Wheel 

Loading에 언급된 두께 식을 적용 한다. 
 

 
 
여기서, helicopter maximum weight W 및 operation 및 

stowed condition에 따른 factor C 등을 통하여 두께 t를 
결정할 수 있으며, tyre print에 따른 loading factor K는 아래 
chart를 이용하여 그 값을 취할 수 있다. 



 

 
Design load case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이며, Part 3 

Ch. 2 Sec.11에 언급이 되어 있다. 
-. Overall Distributed Loading 
-. Helicopter Landing Impact Loading 
-. Stowed Helicopter Loading 
 
3> DNV(Det Norske Veritas) 
DNV의 경우 miscellaneous notation에 Pt.6 Ch.1 Sec.2 

helicopter installation이 언급되어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따라 HELDK, HELDK-S, HELDK-SH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여기서는 helicopter landing area를 평가하는 
기준을 상기 notation에 언급된 기준을 적용한다. 

 
Deck plating과 stiffener는 아래의 식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전체 landing force중 wheel에 작용하는 힘 Pw 및 

spacing s 등을 통하여 두께를 결정할 수 있으며, stiffener는 
point load로 구현한 bending moment M과 allowable stress 
σ로 최소 section modulus가 결정된다. 

Design load case는 landing condition과 stowed condition 
으로 나눠 고려한다. 

 
4> GL(Germanischer Lloyd) 
GL은 Part 1 Ch.1 Sec.7 C. Helicopter Decks에 강도 평가 

기준이 언급 되어 있다. 
 
Deck plating은 B. 2. Thickness of decks for wheel 

loading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여기서, plate에 적용하는 하나의 wheel 또는 group 

형태의 wheel에 작용하는 힘 P와 print area와 관련된 factor 
c로 두께 t를 결정할 수 있다. 

Stiffener 등 하부 보강구조는 direct calculation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허용 응력은 다음의 식으로 결정된다. 

 

 
 

γf 는 load case 별 safety factor로 Table 3-4와 같이 
적용된다. 

 
Table 3-4 Safety factor 

 
Design case는 helicopter lashing condition으로 힘이 

수직으로만 작용했을 경우, helicopter lashing condition으로 
힘이 수평/수직으로 작용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normal 
landing impact condition으로 나뉘어 진다. 

 
5> NK(Nippon Kaiji Kyokai) 
NK는 Part P Ch.3 에 design load가 언급되어 있으나, 

ABS와 내용이 같아 ABS와 동일 계산서를 적용하였다. 
참고로 해당 Part가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에 
적용되는 Part이나, helicopter landing area의 강도 검토 
계산서를 다루고 있으므로 deck에 작용하는 loading은 
적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된다. 

 
 



4. Helicopter Landing Area 계산서 
1) 계산서 처리 방법 

 
2) 실행 방법 

 
Figure 4-1 바탕화면 

먼저 helicopter landing area 강도 계산서 program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기 Figure 4-1 과 같이 실행 button을 
click하면 Figure 4-2와 같이 정보 입력 창이 나타난다. 

 

 
Figure 4-2 정보 입력 창 

정보 입력 창에는 helicopter landing area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helicopter의 overall length( D )를 입력한다. 

 
Figure 4-3 강도 검토용 data 입력 창 

강도 검토용 data를 입력 후 확인 창을 누르면 아래 
Figure 4-4와 같이 선급 별 계산서가 작성된다.  

 
 
 
 
 
 
 
 
 
 
 
 

Figure 4-4 Helicopter landing area 강도 계산서 
 
 

5. 결 론 
선급 별로 helicopter landing 관련된 요구 조건 및 적용 

load case가 다양하다. 특히 stowed condition인 경우 ship 
motion에 따른 acceleration을 산출해야 하는데, 
acceleration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rule은 
DNV와 GL만 언급되어 있어 다른 선급의 경우는 통상적인 
landing area 위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값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helicopter landing 관련 보강 기준을 

helicopter platform이 있는 경우와 기타 선종 별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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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eefall lifeboats have been designed to be fast and reliable evacuation system. Once the occupants have gone
onboard, the lifeboat is simply sliding from a skid before the free-fall. Some second after the water impact, the propulsion 
system can be started and the lifeboat can sail away from parent vessel. During the launching process, trajectories of 
free-fall lifeboats can be divided into such categories, depending on the headway and advance speed after water entry and 
surfacing of the lifeboats. The aim of the paper is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the launching parameters such as, sliding
distance, angle of skid and the falling height on the motion pattern of the new type free-fall lifeboats. 
 
Keywords: Free-fall Lifeboat, Motion Pattern, Launching Parameters 
 

1. Introduction 
 
The performance of the free-fall lifeboats is affected by 

initial launching parameters, such as, length of the launch 
rail, angle of the launch skid and free-fall height. These 
parameters interact to influence some factors such as: the 
behavior of the lifeboat at the time of water impact, the 
acceleration forces experienced by the occupants, and 
headway made by the lifeboat immediately after the water 
entry (Nelson et al., 1994). An offshore platform, on the 
other hand, has a range of free-fall height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conditions and some space is restricted 
due to the demand for platform space.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parameters on the 
performance of new type free-fall lifeboat. The result of 
analysis will assist in determining the values of the launching 

parameters which would be expected to ensure safe 
launching. 

Since the new type free-fall lifeboat will be applied on the 
evacuation system of offshore environment. A study will be 
carried out to predict the motion and attitude of the new type 
lifeboat during water entry and surfacing. The motion was 
categorized with respect to the forward velocity and 
headway of the lifeboat at first phase of surfacing. 
Numerical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aunching parameters on motion characteristics. 
Moreover, a suitable range of skid angle was determined for 
the new type free-fall lifeboat based on zero forward velocity 
at surfacing corresponding to different sliding distance and 
drop heights. The LS-DYNA FSI technique was applied to 
estimate the influence launching parameters to the motion 
pattern behavior of new type free-fall life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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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tion Pattern of Free-fall Lifeboat 
 
A numerical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otion of free-fall lifeboat for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of 
falling. Launching parameters such as falling angle, fall 
height, skid length and launch rail length abaft the center of 
gravity have been varied and correspondingly different type 
of trajectories for lifeboats have been obtained for these 
varying launching parameters. These trajectories of free-fall 
lifeboa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motions of 
free-fall lifeboat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depending upon the headway and advance speed after 
water entry and surfacing of the lifeboat (Khondoker, R.H., 
1998). The categories are described below. 

1.  Motion pattern – I: after water entry and surfacing, 
the lifeboat will have a positive headway and significant 
forward speed. It will move sufficient distance from the 
parent vessel within a very short period, since the advance 
speed of the boat is high enough after water entry and 
surfacing. Obviously, this is the most desirable type of 
motion for the free-fall lifeboat. 

2.  Motion pattern – II: after water entry and surfacing, 
the lifeboat will have a positive head way and will proceed 
some distance from the parent vessel with an up and down 
movement. In this case, the advance speed of the boat is 
positive but not significantly large. This category of motion is 
also acceptable but there remains a risk of the boat coming 
back towards the danger location in the presence of a high 
wind and head sea wave situation. 

3. Motion pattern –III: after water entry and surfacing, 
the lifeboat may have a positive headway but a backward 
velocity will make the boat move back to the danger location. 
This motion type is dangerous and will cause severe 
damage to the system evacuation and injury to the 
occupants. 

4. Motion pattern – IV: this is the most erratic type of 
lifeboat motion wherein the boat will move back almost 
exactly in the reverse direction as it first hits the water surface. 
However, the boat will again fall into the water and make a 
forward or backward movement. If the boat moves forward, 
there is no possibility to go back to danger location or 
damage the system. However, the double impact will be 
happened during this category. 

 
 

 
(a) Motion pattern I 

 

 
(b) Motion pattern II 

 
 

 
(c) Motion pattern III 

 
 

 
(d) Motion pattern IV 

 
Fig. 1 Motion pattern for a free-fall lifeboat 



 
3. The Evaluation of New Type 

Lifeboat Performances due to 
Launching Parameters 

 
3.1 The Effects of Launching Parameters on Motion 

Pattern 
The assessment of performances of the new type 

free-fall lifeboat has been done by using numerical 
investigations with the LS-DYNA FSI Technique. A number 
of numerical investigations are carried out to find the 
combination of the effective skid length (sliding distance, 
Lgo) and drop height (H), see Fig. 2, for determining the 
motion pattern of the new type lifeboat. The water condition 
has been assumed as calm (no wave or current). 

 
 
 
 
 
 
 
 
 
 

Fig. 2 The definition of variable in free-fall lifeboat launching 
 

Based on the numerical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launching parameters drop height (H), sliding distance (Lgo) 
and resulting motion patterns of type I, II, III and IV of the new 
type lifeboat can be described in Fig 3. In the figure, it can 
be shown that the motion pattern of the new type lifeboat for 
a falling height of 40 m, the sliding distance is 7.36 m; the 
falling angle is 35 degrees is the motion pattern-I. It means 
that the motion pattern of the new type free-fall lifeboat is 
acceptable motion pattern. 

It is also observed that if the sliding distance is increased, 
the axial velocity of the lifeboat at the end of the sliding stage 
increase and the boat will have a better motion due to higher 
advance speed at first phase of water entry and surfacing.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 the minimum sliding 
distance to have the motion pattern type I, for the drop 
height 40 meters is 5.48 m, the correlation between sliding 
distance and motion pattern is shown in table 1. 

 
Table 1 Relation of sliding distance and motion pattern 

Sliding Distance Motion Pattern 
< 1.81 m IV 
1.81 m to 3.63 m III 
3.63 m to 5.48 m II 
> 5.48 m I 

 

 
Fig. 3 Relationship of sliding distance, drop height and 

motion pattern of new type lifeboat (skid angle = 350) 
 

 
Fig. 4 Relationship of skid angle, sliding distance and 

motion pattern of new type free-fall lifeboat (Drop 
height = 40 m) 

 
3.2 The Effects of Launching Parameters on Forward 

Velocity 
In this sub chapter the influence of the combination sliding 

distance and falling height to the some particular forward 
velocities on surfacing of the free-fall lifeboat will be 
investigated. Since the sliding distance has generate initial 



forward velocity before the water entry, it is important to 
know the combination of sliding distance and falling height 
that able to produce the safe forward velocity. 

According to the launching condition, that the new type 
lifeboat will be launch in the angle of skid is 35 degrees, the 
forward velocity performance is investigate with the relation 
of drop height and sliding distance. The result shows that a 
small increase in the sliding distance will increase the 
horizontal velocity in the case of fixed drop height. 

In the case of a particular forward velocity, the increase in 
the sliding distance is very large for the range of falling 
heights consider. For an instance at skid angle 25 degrees, 
and 45 m drop height there will be negative velocity for a 
sliding distance 5.48m, whereas at 45 m drop height the 
required sliding distance for zero forward velocity is 7.31m.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required sliding distance 
can be determined for a desired forward velocity with the 
maximum skid length that determined by the designer as a 
constraint with considering the space that available 

 

 
Fig. 4 Relationship of drop height, angle of skid and 

forward velocity of new type free-fall lifeboat 
 
Fig. 5 describes the relation between the angles of skid 

and drop heights that produce the positive forward velocity 
on the new type lifeboat. Based on the graph, for a 
particular sliding distance, there is a maximum drop height 
that the new type lifeboat able to produce the accepted 
forward velocity (positive velocity). In the case of 40 m drop 
height, angle of skid 35 degrees, the minimum sliding 
distance 5.48 m. By increasing the sliding distance became 
10.97 m, the positive velocity area will be larger.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boat has improved their forward velocity 

performance and expand their drop height coverage by 
increase their sliding distance. If the sliding distance is 
reduced, the drop height coverage also will be reduced and 
the forward velocity will be decreas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effects of the launching 
parameter such as: drop height, sliding distance and angle 
of skid on the performance of new type free-fall lifeboat 
(motion pattern and forward velocity), the new type of free 
fall lifeboat should be installed in the following configuration: 

1. Drop height  : 35 m – 45 m 
2. Angle of skid  : 35 degrees 
3. Minimum sliding distance: 10.97 m 
 

4. Conclusion 
The motion pattern of new type of free-fall lifeboat has 

been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launching parameters 
such as: sliding distance, drop height and angle of skid. 
According to the numerical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The motion patterns of the new type free-fall lifeboat have 
to be investigated, since inadequate motion pattern (Motion 
pattern II, motion pattern III, and motion pattern IV) may be 
happened during the launching and it have injury potential 
for lifeboat occupants. 

According to the numerical investigation, since the new 
type free-fall lifeboat will be applied on the drop height 
range 35 m – 45 m, the angle of skid was determined as 35 
degrees with the minimum sliding distance = 10.97 m. 

The LS-DYNA FSI Technique was able to estimate the 
behavior motion pattern of free-fall lifeboats due to the 
launching parameter. 

Although numerical investigation has shown the 
performance of new type design of the lifeboat, the 
validation should be done by comparing the computational 
results with the experimen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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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피트급 탄소섬유 선체 크루즈보트의 기본설계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이창우(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요 약

국내의 레저보트 개발기술은 30피트 급 미만의 파워보트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레저보트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해외시장의 진출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0피트급 이상의 세일링/파워 요트 개발은 필수이며, 선급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고려한 설계, 생산기술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50피트 급 크루즈보트의 기
본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선의 선체소재로써는 최근 고부가가치 레저선박의 경량선체 소재로 채택이 되고 있는 탄소섬유(CFRP)
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해외수출을 고려하여 유럽 공동체 레저보트 인증(CE RCD, DIRECTIVE 94/25/EC) 규격에
맞춰 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레저보트 CE 인증에 기반 한 설계 프로세스를 정립하였고, 50피트 급 탄소섬유 선체
크루즈보트의 기본모델을 제안할 수 있었다.

Keywords : Leisure Boat(레저보트), CFRP(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CE RCD(유럽공동체 레저보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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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요트 제품과 업체 정보 가시화 구현 방법 연구 
 

이필립(㈜지노스), 최양열(㈜지노스) 
 

 

요 약 
 

세일요트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선박 산업의 특성과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조선업과 상용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며 세계 세일요트의 최고급 제품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일요트에 대한
온라인 시장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의 과정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세일요트 구성 제품과 관련 업체 정보를
가시화 하는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Keywords:Sail Yacht(세일요트), Visualization(가시화), 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 관리) 
 

1. 서 론 
 
한국은 조선업과 상용차 산업에서 모두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해당 산업군에 대한 전문가와 지식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일요트 산업에서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후발 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인력으로 볼 때 순수하게 공학적인 측면에서 
세일요트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의 대부분은 고급 세일요트 문화 전반에 대한 인프라와 
경험 부족에 기인한다. 한국은 레저 선박 전반에 대해 
충분한 인프라도, 인력도, 즐기는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현재 한국과 같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얻는 시점 이후 점차 레저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1990년대 이전 이후의 
스키가 우리 레저 생활에 가지는 위치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레저 선박뿐만 아니라 고급 세일요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높은 수준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과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세일요트 산업 개요 

 
2.1 세일요트 산업의 성격 

레저선박에 해당하는 요트는 엔진을 통해 추진기를 

돌리는 것으로 추력을 주로 얻는 경우를 파워보트, 세일을 
통해 바람을 이용해 추력을 얻는 경우를 세일요트라 부른다. 
경주용 자동차처럼 극한의 속도를 즐기는 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더 오래되고 다루는데 경험과 일정한 훈련이 
필요한 세일요트가 더 고급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 
전반에 걸쳐 넓은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급 자동차 메이커가 F1이나 인디카 레이싱, 랠리에 
뛰어드는 것처럼 요트 산업에서는 세일요트를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브랜드가 모인 경주 대회가 열린다. 

 
2.2 세일요트 산업의 특성 

세일요트는 주문이 일어난 시점에서 설계를 시작하고 
최종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세한 사양이 정해지는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점과, 바다 위를 주행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저항 성능과 추진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최종 제품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표준 
부품을 많이 사용하며, 최종 사용자 규모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의장품이나 인테리어, 외관 디자인이 중시된다는 
점은 한국이 세계 톱클래스에 있는 상용차 산업의 특성과 
흡사하다. 

하지만 세계 세일요트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소규모 
브로커가 과점하는 세일요트 시장의 독특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주문생산이 많고 특성을 가진 업체들을 연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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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 최종 사용자가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요트를 주문생산 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고,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는 고급 세일요트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든 구조이다. 

 
2.3 고부가가치 세일요트 산업 진입 방법 

고부가가치 세일요트 시장에 한국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브로커를 통하는 닫힌 유통 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보면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세일요트 또한 발달한 온라인 환경을 통해 유통 
구조를 개방하고 구매자가 공개된 환경의 온라인 시장을 
통해 세일요트를 주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세일요트의 
가격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과 같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인맥으로 이어진 닫힌 계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을 지닌 나라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3.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 개발 
 

3.1 세일요트 산업 진입을 위한 온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의 필요성은 전술했고, 세일요트를 위한 온라인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해당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단일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의 경우 단일 제품의 유
통 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첫째,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할 상품은 물리적인 형
체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 그치지 않는다. 설계 업체나 디자인 업
체, 해당 국가별로 인증을 해야할 법규 기관까지 다양한 업체가 
연관되어 있고 많은 업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취
급한다. 세일요트 온라인 마켓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
어’와 함께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세일요트는 유통 과정에서 단순하게 단품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의 연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디자인 업체, 설계 업체, 부품 주문, 생산 업체를 지나
야만 완성품을 얻을 수 있다. 세일요트 온라인 마켓은 이런 생산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소프트웨어 중 
SCM(Supply Chain Management)와 흡사하다 할 수 있다. 

 
3.2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 설계 구조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앞 서 서술한 것
처럼 업체 사이의 연관 관계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관 관계와 구조를 파악하
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품 구조 뿐 아니라 프로세스와 관
련 기관을 전부 파악해야 하므로 최종 목표를 WBS로 삼았고, 
관련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처음부터 WBS 전체를 알 수는 없으므로 최초 분석은 세일요

트 제품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Fig. 1 제품 구조 분석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품별 연관 업체를 도출하였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Fig. 2 세일요트 업체 분석 사례 

 
3.3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 구축 목표 

세일요튼 온라인 시장은 최종적으로 애플과 구글의 온라인 
마켓과 같은 공개적인 시장을 목표로 하며, SCM의 성격을 가진 
업체와 개발 업무 사이의 연관 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모습은 구글의 웹스토어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다. 

 



 
Fig. 3 구글 웹스토어 

 
실제 내부적 구현은 SAP의 SCM과 같이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Fig. 4 SAP SCM 

 
4. 세일요트 제품과 업체 정보 가시화 

4.1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 구현 현황 
3.3절을 목표로 한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은 현재 제품 구조

와 연관업체를 분석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제품 구조를 분석한 
현재 상태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Fig. 5 제품정보 관리 예제 

 
다음 화면은 제품과 관련한 업체를 인식한 화면이다. 

 

 
Fig. 6 업체 정보 관리 예제 

 
4.2 세일요트 제품과 업체 정보 가시화 방법 

앞 서 제시한 예제는 개발자와 관련 업체 입장에서 정보를 정
리한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정보를 사용자 입장에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업체 정보를 지도를 통해 가시
화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판단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지도 업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Map을 대상 솔루션으로 결정했
다. 해당 솔루션이 다양한 구현 방법을 지원하든데다 최근 부분 
유료화를 결정한 구글과 달리 완전 무료로 제공해 도입이 쉬운 
까닭이다. 

 
4.3 세일요트 제품과 업체 정보 가시화 사례 

위 서비스를 이용해 구현한 가시화는 다음과 같다. 
 

 
Fig. 7 구현 사례 

 
5. 결론 

세일요트 온라인 시장이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



하다는 것을 서술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품 수준과 연관 
업체에 대한 정보 가시화를 진행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추후에
는 나머지 WBS에 대한 정보 분석을 진행해 심도 있는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후기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지식경제부 “20ft~40ft 급 세일요트 
엔지니어링 통합관리 및 핵심부품 생산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
을 받아 연구하였으며, 이를 감사드립니다.  
 



설계 모선을 참고하지 않는 파워요트의  
통합 설계 프로세스 제안 

 
안동현(서울대학교), 이필립(㈜지노스), 신종계(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초 록 
 

기존의 선박 및 파워요트의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설계 기준선에서 도면 및 각 종 정보들을 참고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 
기준선의 도면 및 정보는 파워요트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빈약하거나 없는 국내
중소 업체 및 신생 업체와 새로운 타입의 선형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요구사항과 디자인 시안, 선형 컨셉 등의 정보만을
가지고 선형을 생성하는 새로운 선형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선의 설계 정보를 참조하지
않아도 선형의 생성 및 설계가 가능한 파워요트 선형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이 설계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거쳐 생성되는
산출물 및 선형 관련 각종 보고서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을 설계해보았다. 
 
Key words : 파워요트, 설계 프로세스, 모델링 기반 설계,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 설계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파워요트 및 소형 선박의 시장은 기존에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여왔던 대형 상선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상선의 경우 새로운 선종이 시장에 등장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
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체 시장의 규모나 동세는 일정하게 유
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파워요트를 비롯한 레저용 선
박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 내
부적으로 상선의 주문 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구매와
는 다르게 대량 생산과 오픈 마켓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레저용 선박에서는 영업을 통한 마케팅이 있으며 구매자
들을 유치하기 위한 신 제품 개발도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선박의 규모나 선박 한 대당 비용이 상선에 비해 훨씬 
작으며 생산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도 보다 작은 면적과 낮은 난
이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시장 상황과 더불어 
현재 파워요트를 비롯한 레저 선박의 설계 및 생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물론, 국내 시장 또한 향

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 상선을 맡
고 있던 대형 중공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어서 새로운 
신생 업체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제
품 군과는 다른 선박이 갖는 특징으로 설계에 있어 기준선 또는 
모선의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발전하는 레저 선박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상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레저 선박에 있어서도 선형의 설계는 
유사한 기능적 특성을 갖는 기준선의 선형을 벤치마크하여 그대
로 사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해석 및 저항 추정 등의 계산을 수
행하여 일부 변형하여 사용한다. 선형 설계뿐만 아니라 구조 설
계 등 기타 상세한 설계 과정 전체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기준선
의 각종 치수와 내역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이다. 

하지만 파워요트를 비롯한 레저용 선박의 설계 및 제조 새로
이 진입하려는 업체들은 이에 해당하는 참고 자료를 가지지 못
한 경우가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선의 정보를 획득하여 그대로 벤치마크하거나 또는 해
외에서 설계선에 대한 도면 및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구매해 오
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레저보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급증하는 소비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먼저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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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해야 
설계를 기준선 
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선박
계 및 컨셉 디자
로부터 설계에 
을 선정한다. 이
항주 자세 추정
의 과정을 거치
존의 설계 프로
는 주로 이 기종
로 인해 특정 설
계 프로세스로 
었다. 

이에 대하여
모선의 선형에 
설계와 컨셉 디
트릭 선형 설계
한 주요치수를 
력 값을 결정한
통합하는 방법론
만들고 이 후의
CAD 시스템에
면서 개선 및 수
별도로 변경 작

 

 
설계, 해석 

통해 수행하여 
번거로움을 덜고
는 DMU(Digita

DMU는 PL
중의 하나로 3차
하고 또한 다양

야 하는 것으로 보
또는 모선의 정

. 
박 설계 프로세스
자인 작업을 수행
있어서 주요치

이렇게 선정된 초
정과 저항 추정, 
치면서 수정과 개
로세스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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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각종 선형 특성치를 입력 값으로 하여 파라메트릭 선형 
설계 기법으로 생성하며, 이는 설계선 모델의 초기형태를 기준
선, 모선의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만들어 준다. 

두 번째로는 단일 3D CAD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된 모델
링, 저항 추정, 각종 성능 평가 및 해석, 규정 검사 모듈을 통해 
단일 설계 데이터를 사용해 데이터의 이중 관리 또는 변경, 개선
된 설계 변수의 누락 등의 오류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Figure 1은 이 같은 시스템 환경이 구성되었을 때 통합 설계 환
경 애플리케이션에서 3D CAD의 기능이 활용되는 구조를 보여
준다. 이는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오류 및 비용 낭비 가능성을 제거하여 준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레저선박 제조분야에 생산 환경과의 통합,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주기 관리),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 정보관리)의 적용을 위
해서는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통합된 단일 시스템에서 설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함
께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을 제
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설계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거쳐 생성되는 산출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산 및 해석 결과 등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생성하고 이를 
3D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설계 모델과 함께 관리하여 유기
적으로 변경 및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존 선형 및 선박 설계 프로세스 
 
파워요트의 경우 설계 프로세스의 가장 시초 단계부터 일반 

대형 상선과 다르며 오히려 자동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파
워요트의 설계 과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Figure 2를 보면 설계 프
로세스는 먼저 설계 스튜디오나 생산 업체가 요구 사항과 개념 
설계에 입각한 설계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후에는 
상선의 프로세스와 유사한 선박 특유의 설계 프로세스를 유사하
게 거쳐 상세 설계와 검사 및 시험을 통해 설계를 마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목할 만한 파워요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여
러 단계에서 각종 재설계 사유가 발생하여 이전 단계나 특정 단
계로 돌아가 진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 과정을 거쳐 선형과 상세 요소 들에 대한 설계 변수들
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추정과 해석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변
경 또는 수정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제품 개발 시간 단축과 설계 과정 상
의 오류 발생 가능성 제거, 비용 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설
계 모듈을 하나의 시스템 즉 설계 환경에 통합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특징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
다. 즉 서로 다른 시스템 상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설계 과정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 자
료 구조 변경, 설계 정보 수정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에러, 낭비 등이 발생하여 전체 설계 프로세스에 
있어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3. 3D 모델링 기반 선박 설계 프로세스 

 
1장과 2장에서 현재 국내에서 레저선박 제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 제조업에서 구축된 효율적인 제품 개발
이론을 적용하는데 3D CAD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 설계 시스템
이 유용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설

 
Figure 2 Flow chart of model based power yacht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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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시스템은 설계 각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통합된 환경에서 단일 설계 
모델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이 기종 간 
설계 모듈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설계 
데이터의 자료 구조 변환 및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설계 작업만을 통합하는 것에서 추가로 도면과 계산 
결과 보고서 같은 생성되는 산출물들 또한 같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서 통합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설계 개선 등의 반복 작업 수행 시 갱신되는 문서들을 
정해진 양식 하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 

향후 본 연구는 설계 모델과 산출물들의 데이터 구조와 
서로 연계되는 자료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20ft class의 
파워요트를 설계하여 그 실효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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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도입을 통한 
선체 생산설계 프로세스 개선 

  
손명조, 김태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최근, 조선 산업에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선체 생산설계 업무를 분석하여, 정형화된 프로세스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프로세스형 업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법인 
워크플로우와 그에서 진일보한 개념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를 선체 생산설계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선체 생산설계 프로세스를 BPM 실행 모델로 개발할 경우, 개선이 예상되는 업무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체 생산설계 업무를 BPM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이어그램 형태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공개용 BPM 시스템인 Bonita Open Solution 을 활용하여, BPM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모델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Keywords: Hull Production Design (선체 생산설계), Business Process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Workflow (워크플로우), Executable BPM Model (BPM 실행모델) 

 
1.서 론 

조선 선체 설계업무는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로 구
분할 수 있다. 선체 기본설계는 선체 구조에 대한 Midship 
Section, General Construction과 같은 기본도를 설계한다. 
상세설계는 이를 기반으로, 각 구획에 대한 구조도를 설계, 
확정한다. 생산설계는 구조도와 Block Division에 기반하여, 
각 블록별로 공작도, 절단도 등을 작성한다. 생산설계는 조
선 전체 설계 단계 중, 가장 많은 시수가 소요되며,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생산설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조선소에서, 중소형 조선소까지 Tribon (또는 더 
나아가, Aveva Marine), Smart Marine 3D 등과 같은 조선전
용 3차원 캐드 (CAD; Computer-aided Design) 시스템을 도
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선전용 3차원 캐드 시
스템 기반의 생산설계 프로세스를 Fig. 1과 같이 파악하였다.  

생산설계는 앞선 단계의 설계와는 다르게, 블록단위로 설
계가 진행된다. 이는 생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각 블
록마다 동일하게, Fig. 1의 프로세스가 반복 수행된다. 즉,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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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계는 일련의 프로세스 안에, 선후관계에 종속적인 다
양한 업무가 존재하고, 그 업무별로 다양한 산출물이 존재하
는 프로세스형 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프
로세스 모델이 개발될 경우, 호선별, 블록별, 생산 설계자별
로 각각 인스턴스화가 되어, 반복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법은 워크플로우(Workflow)
가 대표적이다. 

 

 
Fig. 1 3D Shipbuilding CAD System-based Ship 
Hull Production Design Process 

프로세스를 모델링, 관리, 실행하는 개념과 그를 구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워크플로우는 워크플로우 개념에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개선의 개념을 추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
니지먼트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로 통합되
는 추세이다 (H Smith et al. (2003), WMP Aalst et al. 
(2000)).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선체 생산 설계 프로세스를 
BPM 실행 모델로 개발할 경우, 개선이 예상되는 업무를 제
시하고, 간단한 실행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을 공개용 BPM 시
스템인 Bonita Open Solution (BOS)기반으로 분석, 제시한
다.  

관련 연구로는 프로세스를 BPM 모델링을 위한 표준인 
BPMN (BPM Notation) 2.0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BOS
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방법론을 설명한 B Silver (2011)이 있
다. 조선 설계에 BPM을 적용한 연구로는, Tribon M3기반 선
박 기본설계프로세스를 분석한 Hiekata et al. (2007), 선체 
구조설계 중, 각 도면 기반 비정형 프로세스의 한 예를 분석
한 Jang et al. (2010) 등이 있다.  

 
2. BPM기반의 선체 생산설계 업무  
BPM 시스템은 프로세스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가시

화하고,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자에게 부여해준다. 따라서, 
BPM을 도입한 기업 또는 부서의 작업자는 프로세스에 참여
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현재 본인의 업무가 전
체 프로세스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 같
은 이유로, 관리자 또한, 현 시점의 인원과 자원현황, 프로젝
트 진척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앞서, 선체 생산설계 업무는 Fig. 1과 같은 업무프로세스
가 정형화되어, 블록별로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하여야 한

다고 기술하였다. 생산설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생산설계 업무 프로세스를 숙달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뉴얼 형태을 보조도구로 
활용하여서라도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수행하여야 한다. 
BPM을 이용하면, 프로세스가 가시화되고, 업무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면, 업무간의 진행, 연결은 
BPM 시스템, 기술적으로는 BPM 엔진이 처리하여 준다. 이
러한 점에 착안하여, BPM이 도입된 선체 생산설계 업무 개
선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다음은 각 구체적인 예이다.  

우선, 생산설계 업무의 개선이다. 생산설계자는 BPM 시
스템에 접속하여, 새로운 블록에 대한 생산 설계 업무가 예
상 완료일과 함께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를 수락하고,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 해당 블록에 대한 생산설계 프로세스
가 생성된다. 먼저, 수작업으로 진행한 모든 판, 부재에 대한 
labeling 작업을 예상 트리 뷰를 BPM UI를 활용하여 등록한
다(Fig. 2). 모델링이 진행되면, 3D CAD system안의 OGDB
를 확인하여, 각 모델이 생성될 때마다 작성된 트리 뷰에 진
척상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작업 진척의 실시간 가시화가 
가능하다(Fig. 3).  

 

 
Fig. 2 BPM-based Labeling for Ship Hull 
Production Design Engineer 

 
Fig. 3 BPM-based 3D Modeling for Ship Hull 
Production Design Engineer 



 

 

생산설계자의 업무 진행이 BPM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생산설계자는 다음에 진행되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가시
성을 이용하여, 관리자는 질의응답으로 확인하던 업무를, 
BPM 시스템하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업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Fig. 4와 같이 설계관리자가 신규 구조도의 도
면분석을 진행하던 중, 부서원의 월간 작업 진행을 체크하기 
위해 이미 완료된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BAM(Business 
Activity Monitoring) 화면에 트리 뷰 형태로 소속된 블록이 
나오고, 누구에게 언제 할당되었는지, 현재 작업 진척률은 
어떠한지가 백분율로 표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블
록을 선택하면 해당 설계자의 현재 BPM의 프로세스 진척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Fig. 4 BPM-based Monitoring for Ship Hull 
Production Design Manager 

선체 생산설계 업무는 의장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장설계의 생산설계는 선체 생산설계 이후에 진
행되는데, 이는 3차원으로 모델링된 선체 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의장 모델의 배치하고, 간섭을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
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의장설계부서의 배관설계자가 Hull pipe 업무를 Fig. 5와 
같이 수행할 때, Pipe arrangement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
획의 선체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BPM에서 해당 구획 구
조도의 생산설계 파트 업무를 조회한다. 앞서 관리자의 모니
터링과 같은 BAM UI가 나타나고, 배관설계자는 모델링이 완
료된 블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료된 블록을 3D CAD 
system에서 불러들여, 본인이 작업한 hull pipe 모델과 간섭
체크를 수행하고, 간섭이 발생할 경우, pipe 설계를 수정하거
나, 수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구조설계 파트의 해당 구획 
구조도 설계자와 Hole의 추가 반영을 협의하게 된다. 

 

 
Fig. 5 BPM-based Collaboration for Ship Piping 
Production Design Engineer 

 
Fig. 6 BPM-based Production Follow-up for 
Ship Hull Production Design Engineer 

한 블록의 생산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블록의 생산설계 업
무를 진행하고 있는 생산설계자에게, 의장설계팀 배관설계자
로부터 설계 완료된 블록에 대한 pipe hole 추가 시공 협조
가 Fig. 6과 같이 들어왔다. 생산설계자는 해당 블록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BPM에서 해당 블록을 선택하였고, 
현재 생산이 진행되어 중조립 단계에서 작업이 진행중인 것
을 확인하였다. 이미 판이 절단되어 부재 용접이 되었기 때
문에, 추가 hole 반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적용한다. BPM
에서는 생산설계자의 의견을 자동적으로 배관설계자에 실시
간으로 전달하고, 배관설계자는 파이프 설계 변경 작업을 시
작한다. 

 
 3. BPM 실행 모델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BPM기반 선체 생산설계 프
로세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Fig. 1과 
같이 프로세스를 도메인 전문가가 다이어그램 형태로 캡쳐한
다. 프로세스를 실행할 BPM 시스템을 선정하였다면, 해당 
BPM 시스템에 다이어그램을 BPM 모델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 때는 해당 BPM 시스템의 개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프
로세스 모델러가 다이어그램을 BPM 모델로 표현한다. 이 때
는, 태스크를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서브-프로세스 형태
로 표현하기도 하고, 실행을 위한 자동 실행 태스크가 추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델이 진행되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연산을 할 기능을 프로그래밍할 프로세스 개발자가 
BPM engine의 API와 Java, C와 같은 범용 개발 언어로 기
능과 함수를 구현한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이 프로세
스 모델을 BPM 시스템이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물
론, 이러한 과정은 BPM 시스템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BPM 
전문 개발업체나 SI 업체가 개발을 수행한다. 완성된 프로세
스를 설계 관리자와 각 생산설계자들이 최종 사용자가 되어, 
본인의 워크스테이션에서 BPM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여된 
프로세스내의 업무를 수행하면, 2장에서 설명한 BPM기반의 
생산 선체설계 프로세스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과 사용 과정은 Fig. 7에 설명되어 있다.  

 

 
Fig. 7 Executable BPM Model Development 
Process 

Fig. 8은 BOS를 이용하여 구현한 관리자 실행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분석한 도메인의 PDM을 BOS 스튜디오에
서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하고, 실행에 필요한 모든 변수
의 자료형과 이름을 생성한다. 본 구현에서는 Fig. 8와 같이, 
‘ costruction analysis’ 가 서브-프로세스 수준으로 추가 모
델링이 되었고, 그 내부에는 ‘ auto-setting file’ 과 같이 파
일로부터 입력값을 받아와 연산을 하는 자동 프로세스가 추
가되었다.   

 

 
Fig. 8 Executable BPM Modeling using BOS 

 
사용자가 BPM 시스템을 실행할 때, 웹 화면에서 보게 될 

페이지를 설계하고, 생성한 시스템 데이터를 매칭하여 준다. 

이 때, 데이터가 간단한 연산 또는 정렬, 검색 등의 처리, 가
공 후에 사용자에게 표시되어야 할 경우는 groovy scripting
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반면, 여러 함수의 연
산을 거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결과를 얻어와야 
하는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BOS의 외
부 함수 호출 기능인 connector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Connector는 이미 정의된 DB, 메일링, ERP, SNS 등과의 연
계를 위한 함수를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구현
한 Java 클래스나 groovy 스크립트 임베딩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구현에서는 최적 작업 할당 구현을 Java 클래스로 
구현한 클래스와 대상 작업자를 시스템으로부터 검색하는 작
업을 groovy 스크립트 임베딩으로 구현하여 사용하였다. 

 생산설계 관리자는 도면분석 태스크를 진행하는데,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한다. 구조도와 block division을 이용한 블록
의 개수와 각 블록 넘버를 BPM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입력된 각 블록에 대하여, 블록 난이도 평가
를 위한 블록의 세부 구성 정보를 각각 입력하는 것이다. 각 
작업은 독립된 사용자 UI가 필요하고, 앞서 입력한 블록의 
개수에 따라 두 번째 블록 정보 입력 UI가 동적으로 이에 의
존하게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브-프로세스로 분리하여 
실행모델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 Fig. 9의 좌측은 대상 블록 
입력 태스크에 대하여, BOS를 이용하여 사용자 UI를 설계하
는 과정이다. Fig. 9의 우측은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BPM 서
비스를 할 때, 사용자가 실제로 작업하게 되는 웹 페이지이
다. 실행 모델의 각 항목에 어떠한 타입의 자료가 들어갈 지
를 결정하고, 구현해두면, 실제 실행 프로세스에서는 변수 
값에 따라 변경된 화면이 구성된다. 예를 들면, UI의 가장 위
쪽에 위치한 구조도 이름이라는 입력창에는 실행모델에서 정
의한 ‘ ${ConstName}’ 이라는 변수가 연결되어 있다. 본 
예제에서는 구조설계파트에서 ‘ S02-Main Deck 
Construction’ 이 출도되었기 때문에, 그 값이 실제 웹 페이
지에 나타나며, 관련 도면도 첨부파일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
게 되는 것이다. 

 

 
Fig. 9 Task UI Modeling in Executable BPM 
Model using BOS for Ship Hull Production 



 

 

Design Manager 
Fig. 10은 설계 관리자의 작업할당 태스크 중, 대상 블록

의 예상시수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을 구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입력된 블록 정보를 복잡한 함수들을 이용하
여 처리한 후, 각 블록별 예상시수를 계산하여, 입력된 정보
들과 함께 사용자의 화면에 나타내어,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정의한 함
수들을 사용하여 연산하기 위해서, Fig. 10에서는 Java 프로
그래밍으로 구현한 코드를 클래스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BOS connector 설정을 통해 프로세스 진행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연산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본 실행모델 구현에는 
4개의 BOS API를 이용한 내장 connector, 5개의 Groovy 스
크립트 임베딩 connector, 2개의 Java 클래스 connector가 
사용되었다. 

 

 
Fig. 10 Connector Generation in Executable 
BPM Model using BOS for Ship Hull Production 
Design Manager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선체 생산설계 업무를 프로세스기

반으로 모델링하고, BPMS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
하는 방법과 BPM 환경이 업무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루었다. 프로세스를 다이어그램으로 가시화한 PDM에서 
BPMS에서 실행될 수 있는 모델인 실행모델이 되기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프로세스 시작, 종료 조건, 실제 사용자 정보 
연결, 사용자 업무 GUI 구성, BPMS와 GUI 연계 등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선체 생산설계 업무는 구조도를 접수하여, 
단위 블록별 업무로 생성하고, 설계자에게 할당하는 생산설
계 관리자 프로세스와 할당받은 블록을 설계하는 작업자 프
로세스로 구분하여 BPMN으로 PDM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PDM 기반으로 대표적인 open source BPMS중 하나인 BOS
를 이용하여 BPMS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그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선체 생산설계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구현된 생산설계 BPM 실행모델을 이용하여, 관리자 프로세
스의 블록-작업자 할당 문제를 시뮬레이션으로 모델링하고, 
최적화를 하려고 한다. 즉, BPMS에서 실행되는 실제 모델을 
별도의 모델 변환 과정없이 Business Process Simulation 
(BPS)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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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urge prediction in the low-duty centrifugal 
compressor of LNG carrier 

 
이진광(대우조선해양), 안수경(대우조선해양), 최동규(대우조선해양) 

 
 

요 약 
 

Centrifugal compressors are used in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The useful operating range of compressors is often
limited by the onset of fluid dynamic instability: surge and rotating stall. In particular, surge results in a critical loss of 
performance and efficiency because the fluctuations in pressure and mass flow rate make the process connected to the
compression system unstable. Experiments with the low-duty centrifugal compressor of LNG carrier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urge behavior and compare the surge point with the numerical model called the lumped parameter model
which was simplified to be solved easily. Surge lines were calculated from the linearlized lumped parameter model. This study
shows how similar the test data and the numerical model are and the lumped parameter model is a very useful tool to predict
the surge behavior.  
 
 
Keywords : Lumped parameter model , Low-duty centrifugal compressor, 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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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근접센서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검사 지원 시스템 개요

근접센서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검사 지원 시스템
이정민(인하대학교 대학원), 이경호(인하대학교 교수)

요 약

최근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
여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3차원 설계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능동적인 정보 교환을
통하여 엔지니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생산 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도 이후의, 운용단계에서까지 활용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설계 모델을 생산 및 운용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량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원할 때에 빠른 조작과 정보의 지원이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용량의 설
계 데이터를 원격지에서 빠르게 활용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과 운용단계에서와 같은 원격지에서
는 설계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설계와 목적 정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3차원 설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시키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며 생
산 및 운용단계에서 사용자가 지원 받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접센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검사를 지원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콘텐트를 서버에 저장해두고 유무
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작업일정과 연계하여 작업 시작 전 대용량의 데이터를 
미리 동기화 할 수 있으며 근접센서는 사용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시스템적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설계 정보에 대한 정합
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근접센서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엔지니어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의 정합성을 보장하고 대용량
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더 나아가서는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도 보다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설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Keywords : Smart Working(스마트 워킹), Ubiquitous(유비쿼터스), Cloud Service(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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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제습기의 중간기 운전시 제습성능
박승태(ATENG), 조승구(ATENG), 홍석균(ATENG), 박승상(KITECH), 이수양(KITECH)

요 약

If the performance of the hybrid dehumidifier is reviewed, based on the average of the three-times values measured 
in KITECH from July to August, 2011, the inlet air condition(fresh air) is 26.0℃DB, 72.0%RH, 15.23g/kg', dew point
20.6℃ and the outlet air condition(supply air) is 31.6℃DB, 16.4%RH, 4.73g/kg', dew point 3.1℃. 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shown; air volume 7,825CMH, power consumption 54.28kw, cooling dehumidification capa. 55.58kg/h, 
desiccant dehumidification capa. 38.08kg/h, total dehumidification capa. 93.66kg/h, coefficient of dehumidification 
1.725kg/h.

This coefficient of dehumidification is much higher than the standard value 0.7kg/kWh of (32)Thermo-hygrostat's 
Certified Technical Base and Measurement, Regulations about High Efficiency Equipment, No.2010-223 Announc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in March this year, the re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hybrid dehumidifier
was verified through the minimum load operating. Green Certification(GT-11-00311) was acquired on December 22, 
2011.

Keywords : Hybrid Dehumidifier(하이브리드 제습기), Desiccant Dehumidifier(데시칸트 제습기), Cooling Dehumidifier(냉각 제습기), 
            Heat Pump(열펌프), Coefficient of Dehumidification(전용 제습 계수)

1. 서 론
하이브리드제습기 개발에 있어서 여름철에 외기온도에 따른 

응축온도선정과 봄가을에 있어서 15℃이하에서의 낮은 부분부하 
운전에서의 성능이 중요한 문제이었다.

하이브리드제습기는 증발기에서는 냉각제습을 하고 응축기폐
열로 데시칸트제습을 하므로 증발열과 응축열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 최대부하 32℃DB ․ 75%RH ․ 22.71g/kg' 상태
에서는 외기온도에 의해 증발열보다 응축열이 커지는 현상을 어
떻게 효율적으로 운전하는가가 필요하고, 여름철 평균부하 25℃
DB ․ 80%RH ․ 15.96g/kg'  상태와 봄가을의 부분부하 15℃DB ․ 
80%RH ․ 8.49g/kg' 상태와 최소부하 10℃DB ․ 80%RH ․ 
6.09g/kg'  ․ DP 6.7℃ 상태에서도 쉽게 제습하는 제품개발을 완
료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그 이하의 조건에서도 운전이 용이하고 
신뢰성을 가진 하이브리드제습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하이브리드제습기는 국내최초로 녹색기술인증 GT-11-00311
을 얻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득하였다.

Table 1  Certification of Green Technology
신청기술명  냉각제습과 응축기폐열로 데시칸트제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제습공조 시스템기술
인증번호  GT-11-00311 
분류번호  T080205 => 청정융합 / 고효율공조기술 / 

 기존기술대비 CO2 20%이상 저감
인증유효기간  2011.12.22~2013.12.21

인증평가결과

1. 기술수준 만족여부
-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효율로 제습이 가능함
 • 기존 : ksc 인증 기술기준(제습운전 시험전용 제
습조건) : 0.7kg/kwh
 • 해당기술 : 1.4kg/kwh
- 동일한 전력대비 100%이상 제습 가능
2. 기술우수성
- 기존 냉동기를 이용한 냉각제습 기술에 추가하여 
냉동기 폐열인 응축열을 활용하여 제습로터를 재생
하여 동력소비 대비 제습능력을 증대하였음
- 50~100% 전력소비 절감효과 구현 
3. 녹색성
- 제습효율을 기존 냉각제습의 0.7kg/kwh에서 1.45kg/kwh로 향상시켜 제습에너지를 절약함
- 물류창고, 빙상장, 탄약고 등 제습이 필요한 곳에 
적용가능하며 제습소비전력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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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rtification of Hybrid dehumidifier

2. 하이브리드제습기 성능시험 실험방법
본 실험은 (주)에이티이엔지에서 개발한 시제품(하이브리드열

펌프제습기 및 하이브리드제습기)에 대한 운전특성 분석 및 성능 
확인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에이티이엔지 기술연
구소에서 현장실험으로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입구공기의 조건은「KS C 9306」의 제습전용 
과부하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실험실 시험의 경우와 달
리, 시료의 크기가 대형이고 제습능력이 크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현장시험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외기를 제습기 흡입공기 조건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하이브리드열펌프제습기의 성능시험을 위하
여 공기 흐름 주요장소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였고 풍량측정은 
TESTO 435-4 열선풍속계를 사용하고 「KS B 6311」의 동일면
적 분할법을 따랐다. 냉각제습량 실시간 측정을 위하여 수조를 
설치하고 차압계로 수위변화를 계측하였다. 시스템 소비전력측정
은 C/T와 P/T를 연결한 Watt T/D로 하였으며 YOKOGAWA사의 
CW-240 전력량계로 현장 검정하여 사용하였다. 냉동기 운전상
태 파악을 위하여 냉매배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이 모든 
측정치는 데이터로거(Agilent 34970a)를 이용하여 10초 간격으
로 PC에 저장하였다.

Fig.2는 하이브리드제습기 시작품 사진이며, Fig.3~ Fig.10에 

하이브리드열펌프제습기 시험을 위한 계측센서 설치상황을 나타
내었으며, Table 2는 센서설치 목록이다.

Fig. 2  Trial product of Hybrid dehumidifier

 

 Fig. 3  Data logger & computer
 

Fig. 4  Temp. & humidity sensor for intake of outdoor air



 

Fig. 5  Temp. & humidity sensor for outlet of react air

 

Fig. 6 Temp. & humidity sensor for outlet of condenser

 

Fig. 7  Wind tunnel & sensor for outlet of dehumidifier

Fig. 8  Temp. & humidity sensor

Fig. 9  Control panel & watt-hour meter

Fig. 10  Measurement of mechanical dehumidification



  Table 2  List of sensors for test
채널 목록 센서종류 Signal 비고
101 OA처리입구습도 Humidity T/D mA 주1)
102 OA처리입구온도 T-T/C dc-V
103 증발기후단 처리로터전단 습도 Humidity T/D mA 주1)
104 증발기후단 처리로터전단 온도 T-T/C dc-V
105 처리로터 후단 습도 Humidity T/D mA 주1)
106 처리로터 후단 온도 T-T/C dc-V
107 재생응축기 후단 습도 Humidity T/D mA 주1)
108 재생응축기 후단 온도 T-T/C dc-V
109 재생로터 후단 습도 Humidity T/D mA 주1)
110 재생로터 후단 온도 T-T/C dc-V
111 SA 습도 Humidity T/D mA 주1)
112 SA 온도 T-T/C dc-V
201 압축기 출구냉매 T-T/C dc-V
202 1번 응축기 출구냉매 T-T/C dc-V
203 2번 응축기 출구냉매 T-T/C dc-V
204 증발기 입구냉매 T-T/C dc-V
205 증발기 출구냉매 T-T/C dc-V
206 압축기 흡입냉매 T-T/C dc-V
207 1번 응축기 입구공기 T-T/C dc-V
208 1번 응축기 출구공기 T-T/C dc-V
209 2번 응축기 입구공기 T-T/C dc-V
210 2번 응축기 출구공기 T-T/C dc-V
211 OA처리 입공 4*T-T/C dc-V 평균값
212 SA 온도 T-T/C dc-V
213 시스템 소비전력 Watt T/D mA 주2)
214 냉각 제습 수조 수위 diff. P/T mA 주3)
주1) 0~100[%], 4~20[mA] 주2) 0~100[㎾], 4~20[mA] 
주3) 0~3,000[mm], 4~20[mA]

3. 하이브리드제습기 성능시험
하이브리드제습기 시제품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Fig.11~ 

Fig.16 에 성능시험 3회에 대한 운전경향을 공기 온습도 변화 및 
냉동기 운전경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Fig. 11  Operation record of air process-20110726

Fig. 12  Operation record of ref. cycle-20110726



Fig. 13  Operation record of air process-20110803

Fig. 14 Operation record of ref. cycle-20110803

Fig. 15 Operation record of air process-20110818

Fig. 16 Operation record of ref. cycle-20110818



Fig. 17  Test data analysis with EES

Fig.17은 EES(engineering equation solver)를 활용하여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Table 3은 3회 데이터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외기조건 건
구온도 26.0℃, 상대습도 71.95%에서 제습능력은 93.66kg/h, 
제습전용계수(제습성능)는 1.725kg/㎾로 나타났다. 

구 분
OA
DB

OA
RH

OA
X

OA
DP

EVA.
out
DB

EVA.
out
RH

EVA.
out
X

EVA.
out
DP

SA
DB

SA
RH

SA
X

SA
DP 풍량 소비

전력
냉각

제습량
데시칸트
제습량

전체
제습량

제습
전용
계수

℃ % g/kg ℃ ℃ % g/kg' ℃ ℃ % g/kg ℃ CMH kW kg/h kg/h kg/h kg/kWh
07/22 25.2 76.1 15.33 20.7 12.1 97.0 8.50 11.6 31.7 15.4 4.46 2.3 7,257 53.09 57.08 33.68 90.76 1.710 
08/03 26.6 67.8 14.83 20.1 12.9 97.4 9.01 12.5 31.2 16.7 4.72 3.1 8,079 54.60 53.84 39.73 93.57 1.714 
08/18 26.2 72.0 15.44 20.8 13.4 98.3 9.41 13.1 32.0 17.0 5.00 3.9 8,079 55.14 55.82 40.84 96.66 1.753 
평 균 26.0 72.0 15.23 20.6 12.8 97.6 8.98 12.4 31.6 16.4 4.73 3.1 7,805 54.28 55.58 38.08 93.66 1.725 

Table 3 Test result of Hybrid dehumidifier (Average condition of outdoor air in summer)

 

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Fig.18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하이브리드제습기 

시험성적서를 나타낸다.



Fig. 18  Hybrid Dehumidifier Test Report



Table 4  logged data of minimum load operation of Hybrid dehumidifier

3.2 최저부하 자체측정
하이브리드제습기는 중간기에 있어서 외기부하가 낮아지면 

냉동기 운전동력이 작아지는 불리함이 있었으나 실험을 위해 
제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Fig. 19와 같이 실험을 통해 외기
온도가 5℃가 되어도 100% 운전이 가능하여 소요동력에 해당
하는 만큼 가열하여 급기하므로서 제습은 물론 난방까지 이루
어져 건조공정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2012.03.18에 외기평균조건 12.9℃DB 상대습도 54.3%RH
일 때 Fig 19에서 제습기 입․출구공기 상태를 나타낸다.

제습풍량이 9,000m3/h 일 때 이를 공기 제습량으로 계산하
여 보면

제습량 Wt = 9,000m3/h x (4.98-3.31)g/kg' ÷0.87m3/kg
          = 17,276g/h ≑ 17.3 kg/h(100%)
이며, 제습기 응축수 측정량에 의한 제습량은  

18.0kg/h(104%) 이므로, 제습기입출구습도차가 작아 이를 적
용하여 전용제습계수를 산출하면 CD = 17.3kg/h÷55.25kW = 
0.312kg/kWh 이며 이때 노점 온도 3.86℃에서 출구 노점온도
는 -1.58℃가 되었으며 토출온도는 31.7℃로 입출구온도차가 
(31.7-12.9)℃ = 18.8℃로 건조공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
으며, 제습은 물론 동작하는 압축기, 팬 동력을 급기온도 상승
에 기여하고 있다.

 
     외기공기입구공기상태             제습기출구공기상태
Fig. 19 Air condition of in. & outlet of Hybrid dehumidifier



  Table 5 Summary of minimum load operation
NO MODEL 하이브리드 7560
1 압축기 type Screw 
2 냉각용량 [Kw] 127
3 적용냉매 - R-134a
4 증발온도 [°C] 4.0 
5 응축온도 [°C] 62 
6 고압(H.P) [Mpa.G] 16.5
7 저압(L.P) [Mpa.G] 2.4
8 처리팬 INV 운전셋팅 [Hz] 50
9 S.A토출 측정풍량  [m3/h] 9,000
10 총 운전 전류 [A] 63.8

소요동력 [kW] 55.25 
11 응축수 측정량 [kg/min] 0.30

[kg/h] 18.0

4. 결 론
1) 여름평균부하시의 외기입구공기 26.0℃DB, 72.2%RH, X 

15.23g/kg' 출구공기 31.6℃DB, 16.4%RH, X 4.73g/kg' 풍량 
7,805m3/h 하이브리드제습기 전용제습계수는 1.725kg/kWh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2) 참고자료로 지식경제부 고시 2010.12.10. 제2010-22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서 

(32) 항온항습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4 용어 정의 
i) 전용 가습 계수(CH) : 전용 가습 계수는 전용 가습 능력을 

전용 가습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kg/h)/kW]                             (1)

j) 전용 제습 능력(D) : 항온항습기를 전용 제습 운전할 때 단
위 시간당 제습한 제습량으로, [kg/h]로 표시한 것
  ∙∙      [kg/h]                      (2)

여기에서, Q : 풍량  [m3/h]
      : 송출공기 상태에서의 공기 밀도  [kg‘/m3]
       : 송출공기의 절대습도  [kg/kg‘]
       : 흡입공기의 절대습도  [kg/kg‘]

k) 전용 제습 소비전력(PD) : 전용 제습 소비전력은 항온항습기
를 전용 제습 운전할 때 항온항습기(제습시 필요한 모든 소비전
력을 포함)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계로, [kW]로 표시한 것

l) 전용 제습 계수(CD) : 전용 제습 계수는 전용 제습 능력을 
전용 제습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kg/h)/kW]                             (3)

3) 외기온도 20℃ 이하가 되면 냉동기운전동력이 낮아져서 하
이브리드제습기 운전에 있어서 곤란하였으나 올해 3월18일 하이
브리드제습기를 수정 보완하여 외기온도가 낮은 0℃에서도 냉동
기 100%운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자체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외기공기조건 12.9℃DB, 54.3%RH, 노점온도 3.86℃ 상에서 
냉동기 100%를 운전하여 출구공기온습도 31.7℃DB, 11.4% 
RH, 노점온도 -1.58℃를 얻었으며, 입출구 공기온도차 18.8℃ 
낮은 절대습도에서도 전용제습계수 0.312kg/kWh를 얻었다. 

상기의 실험결과에 의해 하이브리드제습기는 봄․가을(10℃ 내
외 우기시)은 물론 여름철에서 우수한 제품성능과 에너지절약을 
달성할 수 있어 조선소에 있어서 LNG선, PC선 등 고부가가치 선
박제조에 에너지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얻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녹색기술인증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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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파 신경망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형설계
이재철(부산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김수영(부산대학교)

요 약

선박이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대형화와 고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측
면에서 선박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능 및 추진성능의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으로 현실적으로 전체 형상의 최적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전파 신경망(Back propagation)과 다목적 유전
자 알고리즘(NSGA-Ⅱ)을 하나의 Optimization Framework로 구성하여, 선형설계 과정에 제안한 알고리즘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
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저항성능과 추진성능은 CFD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Keywords : 최적화, 역전파 신경망,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1. 서 론
선형설계 작업은 저항과 추진성능 등 선박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초기 선형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최소의 저항으로 우수한 추진성능을 가진 선형을 찾아내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선형설계는 성능이 우수한 선박을 바탕으로 반복
적인 선형의 개선과 성능 평가 과정을 통해서 설계기준을 만족하
는 여러 후보선형들을 생성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설계자의 경험
에 의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기의 선형설계 단계에서 층류에 지배적인 선수
부의 조파저항은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 초기 추정이 가능하지만, 
선미부에 발생하는 마찰저항과 프로펠러에 의한 불균일한 후류
의 경우는 복잡한 난류의 분포로 인하여 이론적인 계산으로 추정
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박의 선
수/선미부 형상에 따른 성능을 설계 초기단계에서 예측하여 최적
의 효율을 가지는 선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대표적인 형상의 선형에 대한 수치해석
적인 방법과 실험적 방법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
다. 이러한 연구로 KCS(KRISO container ship), KVLCC(KRISO 
tanker), Series 60과 같은 대표적인 선박의 형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모형실험으로부터 선형의 저항 및 추진성
능 등을 측정하고, 계측된 값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에 있어 정확성을 높이고, 시간의 효율을 가지고자 노력해 
왔다. 이렇게 계측된 선박의 저항성분과 추진성능은 각 대형조선
소와 연구소에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뉴로퍼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반류분포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6]와, 수치해석방법을 바탕으
로 형상의 최적화를 통하여 선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초기선형을 바탕으로 선수부에서 
발생하는 조파저항 성분을 감소시켜 전체 저항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수치해석적인 방법 및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선미부 형상
의 최적화 분야는 극히 일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난류
가 지배적인 선미부의 성능계산(저항 및 반류분포)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되어, 형상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최적화기법의 적용은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선박의 선형설계단계에서 
저항성능 및 추진성능을 쉽게 예측가능하게 하여, 최적화를 통하
여 여러 후보대안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초기
의 저항성능과 추진성능의 계산 작업을 신경망(Fig.1)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Fig.2)을 하나의 Optimization Framework로 구
성하여 시간의 절약과 선수 형상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던 선미부형상의 최적화를 통하여 최적의 효율을 가
지는 저항성능과 추진성능의 예측과 최적선형 도출과정에 적용
을 시도하였다. 대부분 선형의 자료와 모형실험 자료들은 보안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예로써 4300TEU 컨테이너선의 CFD 계산 결과를 적용
하였다. 파라메트릭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상용프로그램인 
Framework(FRIEND-SHIP)와 Shipflow를 이용하여 3차원 선형 
설계와 성능계산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Data-Base를 구축하
였다. 또한 Matlab을 이용하여 Optimization Framework를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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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전파 신경망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2.1 역전파 신경망(Back Propagation)
 역전파 신경망은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켜 원하는 출력을 얻

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입력 층(Input Layer)과 
출력 층(Output Layer), 은닉 층(Hidden Layer)등으로 구분된다. 
Fig. 1은 일반적인 다층 신경망을 보여준다. 

Fig. 1 Multi-Layer of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전향 단계는 신경 회로망에 입력 패턴을 제시하고, 각 노드에 대
해서 입력 함수와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을 산출하는 단계
이며, 후향 단계에서는 초기에 임의로 정한 연결 강도에 의하여 
정해진 출력 값과 목표 값을 비교해서 차이 값을 계산하여 오차
를 구하고 이를 역방향으로 순서대로 층과 층 사이의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달함수로는 식 (1)
에서와 같이 Sigmoid 함수가 주로 사용되며, 이는 비선형 연속함
수로써 인공신경망 모델의 활성화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다. 

  exp 
  (1)

2.2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 NSGA-Ⅱ)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은 목적함수간의 순위(Rank)를 정하여 
전체적인 목적함수의 효율성을 따지는 파레토 지배
(Pareto-Dominance) 이론을 적용한 기법으로써 비선점 정렬방
법을 채택하고, 자동적인 공유 매개변수와 엘리트 보존 선택법에 
의한 파레토 최적화를 선택한 알고리즘이다.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은 목적함수의 형태나 연속성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국부 최적해로 수렴할 가능성을 상당히 줄인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의 평가방법은 개체에 의하여 생산되
는 해들을 파레토 최적화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평
가한다.

아래 Fig. 2는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의 한 세대(generation)
에 대한 일반적인 순서도를 보여준다.

 

Fig. 2 Processing of populations in NSGA-II over 
one generation

3. 제안한 알고리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선형설계에 있어서 초기의 저항성능과 

추진성능의 계산 작업을 신경망(Fig.1)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
즘(Fig.2)을 하나의 Optimization Framework로 구성하여 시간의 
절약과 선수 형상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약 때문에 현실
적으로 불가능했던 선미부형상의 최적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최
적의 효율을 가지는 선형을 생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의 
단점인 각 세대(generation)에 따라 생성되는 개체(Indinidual)에 
대한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의 계산과정이 필요하여 최
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의 학습시스템으로부터 각 개체의 추론된 값을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 계산을 대체하여 다목적유전자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형상의 변화에 따른 성능 추정 및 
계산에 따라 발생되는 소요시간을 줄이고, 성능 및 형상의 최적
화에 적용하고자 한다.  

 아래 Fig. 3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간략한 순서도를 보여 준
다.



Fig. 3  Proposed Algorithm

4. 최적화 알고리즘
다목적 함수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식 (2)와 같이 정식화가 된

다.

Find         
to minimize  
       ⋯  



subject to                                      (2)
  ≤    ⋯ 

 ≤    ⋯ 
 

 여기서    은 각각 목적함수의 개수 그리고부등 및 등 
제한조건의 개수이고 와 은 부등 및 등 제한조건을 나타낸
다. ∈   는 목적함수  의 집합이고 ∈ 는 설
계변수 벡터이다. 이때  은 설계변수 의 개수이다.

 주어진 가용설계영역(feasible design space) 와 가용판별
영역(feasible criterion space)   는 각각 
  ≤    ⋯and      ⋯
와  ∈로 표시한다. 그리고 파레토 최적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한 함수에 대하여    인 설계변수 

∈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 을 만족하는 
∈를 파레토 최적해라 한다”. 이것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Fig. 4과 같다. 그리고 볼록 면과 비볼록 면은 Fig. 5와 같이 
가용판별영역 내 두 점을 잇는 선이 모두 가용판별영역 내에 위
치하면 볼록 면으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볼록 면으로 정
의한다.

Fig. 4 Parameter/solution and attribute space 
nomenclature for a two dimensional problem

with two objectives

  Convex Set                 Nonconvex Set

Fig. 5 Convex and Nonconvex surface

5.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보안상 문제가 되는 선형의 정보와 모형시험을 

통한 저항성능 및 추진성능 자료들을 4300TEU 컨테이너선
(  )의 CFD 해석 결과로 대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4300TEU 컨테이너선은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을 설계하고, Shipflow를 이용하여 CFD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해석 Tool인 Shipflow의 계산 결과에 대
한 정확도는 KCS Model 해석 결과로 다음 Fig.6과 Table 1과 같
다.

Fig. 6 Wave Profile of KCS



   
0.61438 1.364 0.208823 0.211

Table 1 Results of KCS

5.1 선형 형상의 정의 및 데이터화
4300TEU 컨테이너선의 주요재원은 Table. 1과 같다.

LBP Beam draft Fn
251.7m 32.2m 12m 0.234

Table 2 Main Principle

  
 선형설계는 파라메트릭 설계기법을 이용하여 4300TEU 컨테이
선을 설계하였다[1]. 파라메트릭 설계기법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과정과 형상은 아래 Fig. 7와 같다.

Fig. 7 Process of Parametric Design

생성된 선형의 CFD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화를 진행함에 있어, CFD해석 시간의 
제약으로 4300TEU 컨테이너선 12척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설
계 작업과정에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5.1.1 선형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최적화 문제를 위한 일반적인 정식화 과정은 다음 Fig. 8와 같
다. 

Fig. 8 Process of Optimize Formulation

본 연구에서 설계변수는 선수부 형상, 선미부 형상, 선형 전체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11개의 설계 변수를 설정하였고, 각 설계
변수에 따른 설계변수의 범위는 Table 3과 같다. 

Low Limit Design Variable Upper Limit
5.5000 Bulb Length 9.3099
7.0500 Bulb Tip Evelvation 8.6900
2.1200 Bulb Half Beam 

at F.P 2.2389
85.0000 Tangent at 

Bulb Tip 100.0000
9.5000 Enterance Angle 12.2300

120.0000 Tangent at Fwd 
Shoulder 140.0000

0.6100 Fullness of FOS 
at Aft 0.6400

1.5592 Tip Clearance 3.1509
0.6000 Fullness of FOB

at Aft 0.6400
0.6945  0.6963

123.0000 LCB 123.2386

Table 3 Range of Design Variable 

  

  설계변수와 그 범위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최소화하고자 하
는 목적함수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파저항 계수( ), 마
찰저항 계수()와 반류계수( )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정식화를 하였다. 

Ⅰ. 조파저항 계수 ( )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유동은 비점성, 비압축성이며 유체흐

름은 비회전성유동이라 가정하고, 자유수면 경계조건의 비선형성
을 고려한 Rankine source method에 의해 선체주위의 유동을 
계산하여 선체표면의 속도성분을 구하였다. Bernoulli의 정리를 
통해 압력계수( )를 구하고, 선체의표면에 걸쳐 압력계수를 적
분하여 조파저항 계수를 식 (3)으로 계산한다.

             (3) 
여기서, 
 : 침수표면적
 : 선체표면에서의 법선 벡터 x방향 성분  

Ⅱ. 마찰저항 계수 ( )
1978년 ITTC는 단추진기 선박을 대상으로 Prohaska가 제안

한 형상계수 결정방법과  Hughes가 제안한 3차원 외삽법을 기본
으로 실선의 저항을 산정하는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마찰저항 계수( )는 1957 ITTC 모형선-실선 상관곡



선에 실선의 Reynolds Number를 대입하여 식 (4)로 계산한다.

  



log  


(4) 
  

여기서,
  마찰저항
  선속
  선박의침수표면적
   

 

Ⅲ. 반류계수 ( )
선체 주위의 유체는 배가 전진하면 그 진행방향과 함께 움직

이게 되며 이와 같은 유동을 반류(Wake)라고 한다. 반류는 선수
에서 선미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며, 이때 프로펠러에 유입
되는 물의 상대속도를 말한다. 반류계수는 식 (5)와 같이 계산한
다.

 

   (5) 

여기서,   배의속도
  프로펠러전진속도

    반류속도  
 

5.2 제안한 알고리즘 적용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할 경우 세

대(Generation)가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각 개체(Indivisual)의 
적합도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최적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선
박과 같이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는 한 개체의 적합도 계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전체 형상 중 특히 선미부에 대한 
형상 최적화는 이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론과
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의 학습기능을 
이용하여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의 각 개체에 대한 적합도 계산
과정을 대체하여 선형설계 단계에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 하
고자 하였다.

Fig.9는 각 개체(Indivisual)의 적합도를 추론할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의 학습률과 학습된 결과를 보여 준다. Fig. 10은 학습
된 신경망의 정확도를 알아 보기위하여 초기의 값(target value)
과 신경망으로부터 추론된 값(desire value)을 비교한 결과를 보
여준다. 

Fig. 9 Learing Curve

Fig. 10 compare target value(o) with desire value(+)

Fig.9, 10에서 학습된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목
적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세대별 각 개체의 적합도 계산을 대체하
여 형상의 최적화를 진행한다. Table 4는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
즘 변수의 범위를 보여 준다.

 

Popsize Generation Crossover Mutation
100 1000 0.1 0.1

Table 4 Variable of NSGA-Ⅱ

Table 4에 제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과 역전파 신경망을 하나의 Optimization Framework로 구성하여 
추론과 최적화 진행하였다(Fig.11).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저항성능 및 추진성능의 추정과 최적화에 따른 최종적인 Pareto 
optimum set은 Fig. 12와 같다.



Fig. 11 The process of NSGA-Ⅱ 

Fig. 12 3-Dimension of Pareto optimum set 

Pareto optimum set의 후보 설계안을 바탕으로 설계자의 선
호도에 따라 각 목적함수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적의 선
형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후보대안 중 하나로 선택된 선형의 
형상은 Fig. 13과 같다.

Fig. 13 optimization Hull Form

6.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① 시간의 제약으로 전체 형상에 대한 최적화가 불가능하지

만, 제안된 알고리즘을 선형설계에 이용한다면 성능의 추
론 및  최적의 선형에 대한 후보선형의 생성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②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종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실제 선형 설계과정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활용 및 적용하기 
위한 초기단계 연구로써,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의 진행에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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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비를 고려한 Ice Class 보강부재 배치 최적화 
 

이용진, 황선복(현대중공업 조선구조설계부), 신상훈, 박준석(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김수영, 신성철(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Needs and interests for ice-strengthened vessels are increasing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crude oil production in 
Russia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in subpolar regions such as Siberia and Sakhalin. In case of ice-strengthened vessel, 
additional strengthening for ice load is needed and increase of fabrication cost is inevitable, for which the optimum design of 
stiffened plate is important. In this study, the optimum design with the object function of the minimum fabrication cost is tried 
in comparison with the minimum weight design as the object function. 
 
Keywords : Optimum design(최적설계), Ice-strengthened vessel(내빙구조선박), Fabrication cost(건조비), Minimum weight 
design(최소중량설계), Minimum cost design(최소건조비설계) 
 

1. 서 론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증대와 시베리아 및 사할린 자원 

개발에 따른 Ice class 적용 선박의 수요와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요는 발틱해와 사할린섬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Baltic ice class의 내빙구조선박 
(Ice-strengthened vessel)이며, 향후에는 북극항로에 적합한 
Polar ice class의 쇄빙상선(Icebreaking merchant vessel)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Ice class 적용 선박의 경우, 일반적인 선박이 받는 하중 
외에 추가로 빙하중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조비의 상승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강부재의 배치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많은 Baltic ice class rule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s, 이하 FSICR)의 특징을 
파악하여, Ice class 적용에 따른 선체구조의 부재 배치를 
건조비 관점에서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2. 최적화 개요 

 
2.1 최적화 대상 

 
최적화 대상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Ice belt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판(Shell plate)과 외판을 지지하는 

보강재이다. 
 

 
 
Fig. 1 Ice strengthened regions of the hull 

 
얼음이 물에 뜨는 특성상, 보강은 LIWL(Lower ice 

waterline)과 UIWL(Upper ice waterline) 사이의 외판과 그 
보강재에 한정되며 여기에 Ice class 등급에 따른 적당한 
상하 마진을 추가하여 보강 범위가 결정된다. 

길이 방향으로는 선수부, 중앙부, 선미부로 구분되며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인 선수부의 보강이 상대적으로 크고, 
선미부의 보강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러한 보강의 차이는 
Ice class 등급과 영역별로 정해진 Factor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등급과 영역이 다르더라도 
대동소이하다. 

보강재는 이들 외판에 부착되며, 각 외판의 보강재 
간격에 따라 그 보강재의 크기와 외판 두께가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Ice class 1A suezmax급 탱커를 기준으로 
건조비 관점의 최적 간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2 설계변수 

 
Ice class 보강의 가장 큰 특징은 Fig. 1에서 보듯이 

선체의 외판, 그것도 주로 측면부의 외판에 보강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표준선형이라는 
것이 있어 주요 보강재의 간격은 기존에 미리 정해진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특별한 보강이 필요한 곳에 추가로 
보강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번 새로 설계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선박의 전체적인 큰 
틀을 유지한 채로 효율적인 설계와 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SICR의 외판 두께 결정식은 다음과 같다. 
 

cy tf pst +=
s2

667                         (1) 

 
여기서, s : 보강재 간격 p : 빙하중 

2f : h 와 s 의 함수 h : Height of load area, 0.3 for ice class 1A ys : 항복응력 
ct : 부식마진 

 
식 (1)에서 p , h , ys 와 ct 는 주 부재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모두 상수이며, 2f 는 s 의 함수이므로 t  
또한 s 의 함수이다. 

한편, FSICR의 보강재 단면 계수 결정식은 다음과 같다. 
 

6
2

4 10ymphlfZ
s

=                              (2) 

 
여기서, 4f : h 와 s 의 함수 p : 빙하중 h : Height of load area, 0.3 for ice class 1A l : Frame 간격 m : Boundary condition factor ys : 항복응력 

 
식 (2)에서 p , h , l , m 과 ys 는 주 부재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모두 상수이며, 4f 는 s 의 함수이므로 

Z  또한 s 의 함수이다. 
마지막으로 FSICR의 보강재 전단 면적 결정식은 다음과 

같다. 
 

454 10
2

3 yphlffA
s

=                           (3) 

 
여기서, 4f : h 와 s 의 함수 

5f : Max. shear force와 shear stress 분포 factor p : 빙하중 h : Height of load area, 0.3 for ice class 1A l : Frame 간격 ys : 항복응력 
 
식 (3)에서 p , h , l 과 ys 는 주 부재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모두 상수이며, 4f 는 s 의 함수이므로 A  또한 s 의 함수이다. 
따라서 Transverse frame 간격이나 Stringer 위치 등의 주 

부재 위치는 변경하지 않고 Secondary member의 간격만을 
조정하여 선급 규정 요구치를 만족시키는 설계를 하며, 
이러한 보강재의 간격에 따라 각 보강재의 크기와 외판의 
두께가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조비를 최소화하는 
보강재 최적 간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2.3 건조비 구성 
 
건조비를 추정하기 위해 Na et al.(2010)과 Lee & Kim 

(2007)은 강재비와 용접비 관점에서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Shin et al.(2011)은 최적설계에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선소에서 선박 구조물의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재비와 용접비 외에도 도장비, 
건조부재 수에 기인한 비용, 중량의 증감으로 인한 작업자의 
핸들링을 고려한 비용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조비는 식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재비, 용접비, 도장비, 부재수에 따른 비용, 중량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비용은 식 (5) ~ 식 (9)에 
나타내었다. 

 
weightaccnumberacccoatingweldingweightcost ffffff __ ++++=  (4) 

 
여기서, costf : 건조비 

weightf : 강재비 



weldingf : 용접비 
coatingf : 도장비 

numberaccf _ : 건조부재 수에 따른 발생 비용 
weightaccf _ : 중량의 증감에 따른 발생 비용 

 
´=aweightf 중량 (5)
´= bweldingf 용접 길이 (6)

´+= )( dgcoatingf 도장 면적 (7)
´= enumberaccf _ 부재수 (8)
´=fweightaccf _ 중량 (9)

 
여기서, a : 단위 중량당 강재 가격 

b : 단위 길이당 용접 공수 
g : 단위 면적당 페인트 가격 
d : 단위 면적당 도장 공수 
e : 부재수당 공수 
f : 단위 중량당 핸들링 공수 

 
식 (5) ~ 식 (9)의 b , d , e 와 f 는 작업자 한 사람이 

한 시간 일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 시간당 인건비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인건비가 증가하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식 (4)의 건조비는 식 (5) ~ 식 (9)로 표현되는 각종 
비용들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조 당시의 환율, 강재 및 
페인트의 가격, 인건비의 변동으로 항상 변동하는 값이며, 
이러한 비용들 중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어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건조 당시의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건조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의 최적설계는 인건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구조의 중량을 최소화하여 자재비를 절감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건조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재비에 따라 건조비가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접근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인건비 상승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해외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고용이 
유연한 외주업체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 등 예전처럼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조선에서 흔히 사용하는 판과 보강재로 이루어진 구조는 
중량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보강재의 간격을 줄여 외판 
두께를 줄이게 되면 줄어드는 강재비보다 늘어나는 

용접장에 의한 용접비 증가가 더 크게 되어 최소 중량 
설계가 최소 건조비 설계와 항상 같지는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소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 중량 설계보다는 최소 건조비 
설계를 고려하여 설계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4 최적화 기법 
 
최적화에는 진화전략을 사용하였다. 진화전략은 자연계의 

진화 현상에 기반한 계산 모델로서 국소해가 많은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는데 적당하다. 진화전략은 Shin et al. 
(2003)의 상하부 스툴을 고려한 파형 격벽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Shin et al.(2003)의 수밀 및 디프탱크 파형격벽의 
최소중량 설계, Shin et al.(2005)의 유조선 화물창내 대형 
브라켓 치수 최적화 연구, Shin et al.(2009)의 정유운반선 
파형격벽에 대한 경량화 프로그램 개발, Shin et al.(2011)의 
건조비를 고려한 LPG 운반선 화물창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미 그 유용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설계변수는 보강재 간격 s  하나뿐이고, 
치수 요구치 t , Z 와 A는 모두 s 에 대한 함수로 특정 
값을 갖지만, 동일한 Z 와 A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강재의 
치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중량이 
적은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화전략을 
사용하였다. 
 

3. 산출된 비용의 검토 
 

3.1 외판 및 보강재 치수의 검토 
 
산출된 비용을 검토하기 전에, 최적화 프로그램이 

FSICR에서 요구하는 외판 두께와 전단 면적, 단면 계수를 
만족시키는지를 Fig. 2 ~ Fig. 4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전체적인 경향은 선수부, 중앙부, 선미부 구별 없이 
비슷하므로 중앙부의 경향을 확인해 보았다. 

Fig. 2에서 보듯이 선급 규정에서 요구하는 외판 두께와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두께는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선급 규정에 의거, 
0.5mm 기준으로 올림과 버림을 하기 때문이다. 

Fig. 3에서 보듯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보강재의 전단 
면적이 선급 규정 요구값 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보강재의 전단 면적이 매끈한 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이유는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Built-up 
보강재의 웨브 높이와 두께가 일정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Fig. 2 Required and calculated thickness(midbody) 

 

 
Fig. 3 Required and calculated shear area(midbody) 

 

 
Fig. 4 Required and calculated section modulus(midbody) 
 

Fig. 4에서 보듯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보강재의 단면 
계수가 선급 규정 요구값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선급 
규정 요구값과 추천값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보강재 
간격이 늘어날수록 유효폭이 커지기 때문인데, 이것을 
고려하여 보강재의 크기를 줄이면 전단 면적을 만족할 수 
없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보강재 간격이 늘어나는데도 단면 
계수가 소폭 줄어드는 것은 전단 면적을 최적으로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보강재의 웨브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FSICR의 경우 단면 계수보다는 전단 면적이 
보강재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2 각종 비용의 검토 
 

앞서 Fig. 2 ~ Fig. 4를 통해 최적화 프로그램이 선급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강재 및 외판의 치수를 최소한의 
중량으로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Fig. 5 ~ Fig. 13을 통하여 산출된 비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Fig. 5 Total weight(midbody) 

 
보강재의 간격이 늘어날수록 소비되는 강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외판과 보강재로 구분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 Fig. 6 및 Fig. 7과 같다. 

 

 
Fig. 6 Weight of shell plate(midbody) 

 
식 (1)에 따르면 외판의 두께는 보강재의 간격을 s라 할 

때, s 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Fig. 6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강재의 간격이 줄어들면 보강재의 단면 계수라든지 
전단 면적 요구값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보강재의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간격이 줄어들면 같은 
면적을 보강하기 위해 더 많은 보강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량은 그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Fig. 3 및 Fig.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FSICR에서는 단면 계수보다 전단 면적이 보강재의 치수를 
결정하는데 더 영향을 미쳐, 보강재의 간격이 줄어들더라도 



전단 면적 요구값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보강재의 치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보강재의 

개수가 늘어나서 커지는 중량이 더 크며, 보강재의 전체 
중량은 늘어나게 되어 Fig. 7은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7 Weight of stiffeners(midbody) 

 

 
Fig. 8 Painting cost(midbody) 

 
도장 비용은 순전히 보강재의 치수와 개수에만 관계가 

있으며 다라서 Fig. 7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Fig. 9 Handling manhour by number of members(midbody) 

 
FSICR에 따르면 외판 보강재가 웨브 프레임을 관통할 

경우, 보강재의 플랜지에 보강재를 붙이고, Slot에는 Collar 

Plate를 붙여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강재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재수가 증가하여 부재 
핸들링에 필요한 공수가 증가하며, Fig. 9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Fig. 10 Handling manhour by weight(midbody) 
 

보강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별도로 부재의 중량이 
늘어나면 핸들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수가 
필요하다. 이는 Fig. 5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Total cost(midbody) 

 
Fig. 5 및 Fig. 8 ~ Fig. 10의 비용들을 합산하여 전체 

비용을 산출해보면, 보강재 간격이 840mm 정도일 때 
건조비가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중량 
최소화 설계가 보강재 간격 500mm 정도에서 최소값을 
보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인데, 이는 건조비에서 
강재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건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중앙부에서의 비용차이는 $44,000 정도로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중앙부에서 Ice class 보강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보강이 많은 선수부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12 Cost difference from non-ice class vessel(midbody) 

 
Fig. 11의 결과는 Ice class 보강 비용만을 생각한 것으로, 

조선소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비 Ice 
class 선박과의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일 것이다. 
이것은 초기 견적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호선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 Fig. 12이다. 

기존 실제 호선의 보강재 간격은 Fig. 12와 같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한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CSR의 외판 
두께 및 보강재의 치수가 보강재 간격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이용하여 각 보강재 간격 별로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하여 그 차이를 나타내 보았다. 

Fig. 11과 달리 보강재 간격이 클수록 비용이 절감되며 그 
차이는 중앙부에서 $50,000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강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선박의 경우 수압이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외판의 두께나 보강재의 크기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Ice 
class 선박의 경우 전체 보강 면적에 모두 같은 빙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외판의 두께와 보강재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기존의 보강이 FSICR이 
요구하는 보강보다 작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보강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Fig. 13 Cost difference from non-ice class vessel 
 

Fig. 13에 선수부 및 선미부에 대한 비용 차이를 같이 

나타내 보았다. 보강재의 간격에 따라 최대 $170,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를 대략 $950,000으로 보면 이는 18% 정도의 차이로, 
강재 중량만으로 비교할 시의 차이인 7%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적지 않다. 최소 중량 설계의 결과를 나타내는 Fig. 5에 
의하면 보강재 간격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여 
조선소에 불리한 것으로 나오지만, 각종 비용을 고려한 전체 
건조비를 나타내는 Fig. 11 ~ Fig. 13은 그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최소 
중량 설계보다 최소 건조비 설계가 더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자원 개발과 최단 거리 항로로 인하여 날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는 Baltic ice class 선박에 대하여, 건조비 
관점의 최적 설계를 진화전략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1) FSICR에서 요구하는 외판과 보강재의 Ice class 보강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조선소의 설계 및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보강재의 
간격만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종래의 최소 중량 설계에 의하면 보강재의 간격이 
늘어날수록 강재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조선소에 불리한 
결과를 얻지만, 각종 인건비를 고려한 최소 건조비 설계에 
의하면 그와 상반된 결과를 얻으며 그 차이는 전체 Ice class 
보강 비용의 18%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3) 강재 및 페인트의 가격, 인건비의 변화에 따라 자세한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소 건조비 설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유연한 설계 변경이 
가능하여 조선소 입장에서 유리한 초기 견적 및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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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utomated Algorith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of Aframax Oil Tanker for Ship 
Structural Design 

 
 

요 약 
 

Optimum structural design has been developed to apply actual ship structural design. Nowadays, optimum structural 
design technique has had application for the preliminary design focused on minimum weight and minimum cost of midship 
section. However, to reduce design man-hour and develop more efficient design technique, designer needs to combine 
optimized compartment arrangement with optimized ship structural design. Optimum structural design algorithm developed 
before could minimize weight and cost on fixed compartment arrangement. Therefore optimum structural design has been 
only available without modification of compartment arrangement and reinforcement types of transverse strength members. 
So, in this study, automated algorith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was developed to apply preliminary structural design. 
The developed algorithm was verified with Aframax oil tanker constructed by STX shipbuilding Co.,Ltd. 
 
Keywords: Automated algorithm for compartment arrangement(구획배치 자동화), Aframax oil tanker(Aframax급 유조선), Preliminary structural 

design(초기 구조설계)  
 

1. 서론 
선체 구조 설계에 이용할 수 있는 최적 설계 기법에 대한 

연구는 그간 꾸준히 진행되어, 고전적인 구조해석법을 
기반으로 한 중앙 횡단면의 최소 중량 설계, 최소 건조비 
설계 등을 기본 설계에 응용하고 있으나, 선체 구조설계 
기간 단축 및 설계기술력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급 국제협약과 선급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배치 
최적화를 선체 구조 최적설계시스템과 연동시켜 
통합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최적 구조설계 알고리즘은 확정된 
구획배치를 기반으로 중량이나 건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됐으나, 구조설계 단계에서는 구획배치와 
횡강도 부재 보강 형식을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박의 기본설계는 선형, 구획, 구조, 의장 등 여러 
단계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조설계는 
구획이 확정된 다음에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구조 강도를 
만족하면서 중량 또는 건조비를 최소로 하는 방법은 처음에 
설계된 구조에서 2～3%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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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구획 배치를 
고려한 구조 최적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그 효과는 최소 
5% 이상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체 구조설계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선박의 구획배치를 자동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STX조선해양에서 건조한 
Aframax급 실적선과 비교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의 결과를 구조 
최적화 코드와 연동하여 그 결과를 실적선과 비교한 결과, 
예상되었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구조 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결정된 선형을 바탕으로 자동화 코드를 

사용하여 구획배치를 수행하고, 생성된 구획배치의 용적이 
만족한 경우 최적구조설계를 수행하여 종/횡강도를 만족하는 
midship 형상을 결정하는 데 있다.  

구획배치 알고리즘은 CSR은 물론 해사 관련 국제 협약이 
요구하는 각급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였으며, 
최적구조설계는 다목적함수 최적구조설계 알고리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선박은 115k Aframax tanker로 주요 
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Item 주요치수 
Length over all LOA 249.99 m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LBP 239.00 mm 
Breadth(mld.) B 44.00 mm 
Depth(mld.) D 21.00 mm 
Design draft T 13.60 mm 
Scantling draft TS 14.90 mm 
Deadweight DWT 115k ton 
 

3. 구획배치에 필요한 규정검토 
유조선의 구획배치에 필요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MARPOL, SOLAS, CSR이 있다. MARPOL은 해상 오염과 
관련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SOLAS은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 CSR은 MARPOL과 SOLAS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다. 

 

Table 2 Rule & Regulation 
근거 내용 적용요건 

MARPOL ANNEXⅠ 
REG. 12A 

연료유탱크 
보호규정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모든 선박 

MARPOL ANNEXⅠ  
REG. 18 ,  

CSR Sec.5 3.1.2 
분리평행수 
탱크 요건 

1982년 6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탱커 

MARPOL ANNEXⅠ 
Reg. 19, CSR Sec.5 3 

이중저, 
이중선체 요건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탱커 

MARPOL ANNEXⅠ 
REG. 22 

Pump room 
바닥 보호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유탱커 

MARPOL ANNEX Ⅰ 
REG. 23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비율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탱커 

MARPOL ANNEX Ⅰ 
REG. 29 Slop tank 모든 유탱커 

SOLAS, Ch.Ⅱ-1, Reg. 
12, CSR Sec.5 2.2 

Collision 
Bulkhead 모든 선박 

SOLAS Chap. Ⅱ-2 
Reg.4 Cofferdam 모든 선박 

CSR Sec.5 2.3 After peak tank 모든 선박 
 

4.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4.1 선미부 

4.1.1   Main enging 위치 결정 
선형개발단계에서 완성된 선미 형상을 토대로 stern tube의 

위치를 찾고 그 높이에 맞게 engine room의 D/B height를 
결정한다. 그 후, 엔진의 좌우 유지보수를 고려한 폭, 선미 
쪽에 있는 A.P.T와 C.W.T의 용적 그리고 각종 발전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를 고려하여 engine의 길이 
방향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4.1.2   A.P.T & C.W.T 용적 결정 
A.P.T는 선박의 트림 조절 및 ballast 용도로 설치하고 

C.W.T는 프로펠러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설치한다. 이 두 구획의 용적을 확보하기 하는 위치에 A.P.T 
BHD.를 배치한다. 
 

4.1.3   Pump room 정의  
Pump room의 재원들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고리즘 수행 전 사용자가 pump의 개수, 파이프 배치, 
유지보수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해준다. 이 논문에서는 
실적선의 pump room 제원을 사용하였다. 



 

 

4.1.4   H.F.O.T (Heavy Fuel Oil Tank) 위치 및 용적 결정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탱크위치 결정 시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과 선측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연료유의 위치가 결정되면 항해거리에 필요한 연료유용적을 

계산하고, 이 용적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연료유 탱크의 
경사각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한 경사각을 기초로 하여 
연료유의 용적을 계산하게 된다. 
 

4.2 선수부 
Collision BHD.는 화물 탱크의 용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SOLAS에서 요구하는 최소 길이에 배치하고 
collision BHD. 앞쪽에 있는 F.P.T는 propeller inspection 
condition에 만족하는 용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4.3 중앙 화물창 
초기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인 L.W.T(Light Weight)와 

Fore/After peak tank의 용적을 근거로 MARPOL의 
S.B.T(Segregated Ballast Tank)조건에 만족하는 
중앙화물창의 ballast 용적을 계산하고, 그 나머지 용적을 
cargo tank 용적으로 한다.  

SBT 조건에 만족하는 D/B과 D/S의 찾기 위해서는 각 
크기를 2m부터 점증적으로 변경해 가면 용적을 계산하고, 
hopper 각도는 45˚~50˚로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용적계산을 
수행하였다. 

 
5. 구획배치 결과 

5.1 선수미부 고정 (Design ship – 1) 
구획배치 자동화 코드의 유용성을 검정하기 위해 

선수미부를 고정하고 실적선과 동일한 위치에 주요부재들을 
위치시키고 용적을 비교였다. (D/B:2.3m, D/S:2.3m, 
hopper angle : 48)̊ 
 

Table 3 Tank volume (Design ship-1) 
Compartment Mother ship 

(A) 
Design ship 

(B)  
Difference 

(B-A)/A*100 
Cargo tank 131,557.3m3 131,593.7m3 0.03% 
Ballast tank 41,368.9m3 41,335.2m3 -0.08% 

Diesel oil tank 254.1m3 253.6m3 -0.20% 
Fresh water tank 459.1m3 459.1m3 0% 
Heavy fuel oil 

tank 2,921.7m3 2,982.2m3 2.10% 

Lubricating oil 
tank 176.5m3 176.5m3 0% 

Miscellaneous 
tank 151.3m3 151.3m3 0% 

 
5.2 Maximum cargo tank volume (Design ship -2) 
각종 규정 및 협약에 만족하면서 cargo tank 용적을 최대로 

갖게 하는 구획배치 자동화 코드를 개발하고 수행한 결과는 
Table 4에서 알 수 있듯 1,355.7[ton]의 재화중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D/B : 2.48m, D/S:2.48m, hopper 
angle:45̊) 

 
Table 4 DWT comparison 

Item Mother ship  
(A) 

Design ship  
(B)  

Difference(%) 
(B-A)/A*100 

Cargo tank 109,175.1m3 110,379.4m3 1.10% 
Slop tank 2,006.1m3 1,681.2m3 -16.20% 

Residue tank 339.2m3 816.1m3 140.55% 
Bunkering 3,881.1m3 3,881.1m3 0% 

Deadweight 115,401.5m3 116,757.2m3 1.18% 
 

6. Pareto 최적점 기반의 구조설계 결과 
Pareto 최적점 기반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PMOFM)은 

직접 탐색법과 확률론적 탐색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발된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으로 Pareto 최적점 기반의 
탐색방향, 설계치수의 상하한 값을 활용한 탐색폭, 탐색폭과 
연계된 수렴도 및 무작위탐색법을 활용하여 설계 전 영역에 
걸쳐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최적점을 용이하게 찾도록 
하였다.  

최적 구조설계를 수행한 결과 최적점들의 분포(Fig. 1)가 
설계선보다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중량, 최소 
건조비 하나만을 목적함수로 갖고 실행했을 때(Single)와 
최소중량/건조비 두 가지를 목적함수로 갖고 실행했을 
때(PS)의 최적점 분포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Comparison of Pareto optimal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framax급 유조선에 대한 각종 

규정(MARPOL, SOLAS, CSR)에 만족하는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구획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구조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자동화 구획배치 알고리즘의 변수 중 collision bulkhead의 

위치를 실적선과 동일한 위치로 정의하고 실행했을 때, 
화물창 및 분리평형수 용적이 실선과 유사함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2) 실적선과 동일한 collision bulkhead를 위치시키고 구조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40만$의 건조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D/B : 2.3m, D/S : 2.3m) 
 

3) Collision bulkhead를 이동시켰을 때 재화중량을 약 1,355 
ton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일 선형개발 
시 선체 길이를 약 3m 감소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재 운항 중인 115k Aframax급 

유조선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와 동일한 선박을 설계 시, 재화중량을 
1,000ton 정도 늘려서 선주에서 인도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115k로 설계하고자 한다면 주요치수를 약 3m 정도 
감소시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최적구조설계 알고리즘과의 연동을 통해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설계 기술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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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위험도 기반 안전설계는 기존의 설계절차에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접목한 것으로 

해양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선박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 식별 및 사고 시나리오 정의, 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정도를 

사전 예측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식별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론이

다. 신개념 컨테이너선은 환경 보호를 위한 대체연료로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인 LNG 

연료를 이용한 주기관 채택, 확대되는 파나마 운하에 적합한 광폭 채택, 최소의 발라스트수 

적재로 인한 주기관 추진 마력 감소로 CO2 배출을 감소시킨 친환경적인 선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EDI 규정 및 최소 발라스트수 적재를 적용

한 친환경 선박으로 개발 중인 8,00 TEU급 신개념 컨테이너선에 대한 초기 안전성평가를 수

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 위험도모델로부터 충돌, 좌초, 화재, 구조적손상, 폭발, 

접촉 그리고 기관고장 등 총 7 가지 사고에 대한 시험선의 위험도모델을 개발하였으

며, 기존 컨테이너선의 사고발생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LR Fairplay 데이터베이스와 

SAFEDOE 프로젝트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였다. 시험선에 대한 사고발생확률과 사고심각도는 

FTA 및 ETA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사고저감방안에 대한 선정은 비용-혜택분

석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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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의 상호관계에 기초한 확률론적 손상복원력의 손상조합 
자동생성 알고리즘

An algorithm for automatic generation of damage cases in probabilistic damage stability calculation 
based on topological relationship of compartments.

1 신혁선(한국해양대학교), 2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요 약

  SOLAS Chapter ||-1 part B 로 대변되는 확률론적 손상 계산은 89/90 개정판에서 2006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손상시 복원성 평가기준으로써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계산은 그 특성상 계산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수작으로 수행하는 것
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는 국외의 고가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의 계산 코드가 계발되
지 않은 것은 아니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지보수가 비싼 것을 고려하면,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모두 사용자편의적인 사용법
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에 발표된 손상조합 알고리즘과는 다른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실제 선
박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실효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를 통해 나아진 점
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에 개발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에 적용가능 하도록 하여, 국내 계산프로그램 개발의 초석으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서 론
선박의 손상시 복원성 규정은 SOLAS 이외에도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SOLAS Chapter ||-1 part B 로 대변되는 확
률론적 손상시 복원성 계산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현재는 확률
론적 방법으로 손상시 복원성을 계산하게끔 되어있으나 이전에
는 결정론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손상시 복원 규정에 대한 자
세한 내용과 개념 등은 규정서와 전영기 (1991), 염천환 (2006) 
SOLAS MSC.281 등에 잘 나와 있으므로 따로 설명은 하지 않는
다. 

확률론적 방법으로 손상시 복원성을 계산하는 작업은 그 계산 
량이 방대하고, 계산자체도 복잡하기에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 한
다.  국내 조선소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계산을 
하고 있으나 그 안을 살펴보면, 국외 상용코드에 의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지보수가 비싼 것을 고려
하면,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조선 산업의 수익성

을 낮추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확률론적 손상시 복원성 계산을 할 경우, 그 

핵심은 손상조합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며, 이 알고리즘을 잘 만
든다면 국내의 계산프로그램 개발은 보다 현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고안한 손상조합 자동생성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실제 선박에 적용하여 손상조합을 도출해냄으로써, 그 
실효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알고리즘(남종
호.1992)과 비교를 통해 보다 나아진 점과 룰개정에 따라 수정되
어야 할 부분도 살펴보았다.  

2. 손상의 정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에 앞서, 확률론적 계산에 적용되는 

선박의 손상에 대해 알아보고, 유의해야할 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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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손상
확률론적 계산에서 선박의 침수는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복합적으로도 일어난다.

2.2.1 Y방향 침수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침수는 Y방향(폭방향)침수이다.

Fig. 1 Water plane on ds waterline

fig.1에서 보는 것처럼 수선면이 있을 때, 폭 방향으로 침수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각 구획의 b값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b값에 대한 정의와 계산법은 SOLAS MSC.281 Regulation 
7-1.1.2에 잘 나타나 있다.

2.2.2 Z방향 침수

손상의 시작은 흘수와 인접한  구획에서부터 시작되나, 
SOLAS에서는 이 구획의 위쪽에 위치한 구획들에 대한 침수 역
시 하나의 손상조합으로써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Fig. 2 Water plane on ds waterline

fig.2에서 보는 것처럼 흘수에서 12.7m이하에 존재하는 상방 
구획들을 고려해 주어야한다.

2.2.3 X방향 침수

X방향(길이방향) 침수는 Zone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여기
서 말하는 Zone은 길이방향으로 몇 번째 공간이 침수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기법이다.

Fig. 3 Possible single and multiple damage in ship

 fig.3에서처럼 선박의 손상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이것은 선박의 길이방향(longitudinal)으로 어떻게 구획 배치
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fig.3에서 삼각형은 2번 
Zone이 침수됨을 의미하며, 평행사변형은 zone 4,5,6이 동시에 
침수됨을 의미한다.  이 ‘Zone’은  길이방향 구획을 표시하기 위
해서만 사용되며 선미에서부터 번호를 지정한다.

3. 구획관계 알고리즘

앞서 언급했듯이, 손상 조합 생성 알고리즘은 확률론적 손상 
시 복원성 계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새로 고안한  구
획관계 알고리즘은 ‘구획들 간의 위상관계를 이용하여 손상조합
을 생성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고에서 출발하였고, 입력데이
터에 논리성을 부여하여 그 분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1 구획간의 관계 정의
손상조합을 생성하는 방법이나 구획들 간의 관계를 정으 l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획들 간의 위상학적 관계
를 이용하여 손상조합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그 관
겡를 2가지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최외각 구회들 간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최외각 구획과 선 내측으로 이어진 구획들 간의 
관계이다. 



3.1.1 최외각 구획들 간의 관계

여기서 최외각 구획이라고 함은, 실제 선박을 좌현이나 우현
에서 봤을 때, wing tank 나 side ballast tank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획들, 즉,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구획들을 말한다.

요구구획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시작은 항상 이 최외
각 구획에서 시작되나, 모든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관계를 정의 한다.

Fig. 4 General Arrangement of outmost compartments

 가령 fig.4와 같은 최외각 구획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다음
과 같이 2가지 관계로 최외각 구획들 간의관계를 나눌 수 있다.

1. 높이방향(z-direction) 구획들 간의 관계.

Fig. 5 Topological property of 'z' direction

2. 계산하고자하는 흘수와 만나는 구획들의 관계.

Fig. 6 Topological property of 'x' direction

3.1.2 최외각 구획과 선 내측 구획들 간의 관계

두 번째는 이런한 최외각구획들과 선 내측으로 이어진 구획들 
간의 관계로써, b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획들이라고 할 
수 있다.  fig. 7을 보면, 해당 횡단면에 대해 최외각 구획들과 선 

내측으로 이어진 구획들 간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7 Topological property of Midship section

3.2 손상조합 생성원리와 그 예제

Fig. 8 Example of general arrangement

fig.8은 간단한 구획배치이다.  손상조합의 생성원리는 
Attained subdivision index 값을 구하는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
계를 가진다.  이를 예제(fig.8)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입력 데이
터, 즉, 구획간의 관계는 fig.9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9 Topological data of the example



먼저, 구하고자하는 흘수가 106-107-108 구획을 지난다고 
가정한다.  제일 첫 번째에 위치한 106구획(1Zone)을 예로 들면, 
해당 Zone은 3개의 b값을 가지므로, 각각의 b값에 대해 

106
106, 201
106, 201, 301
의 손상조합이 생성된다.  또한, 104구획은 위쪽으로 101, 

102 구획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구획들도 고려해주면, fig.10
처럼 106(1Zone)에 대한 손상조합을 생성 할 수 있다.

Fig. 10 Damaged cases of 106 compartmet

이 손상조합들은 106(1Zone)에 대한 Pi값과 이에 해당하는 Si
값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손상조합들로써, 106구획에 대한 부
분 구획지수 값을 구하기 위해 이용되며, 나아가서는 전체 도달
구획지수를 계산하기위해 사용된다. 

4. 기존 알고리즘 과 비교  
4.1 Grid Model

4.1.1 Grid Model 이란

Grid Model은 1992년 해사 기술 연구소에서 발표된 ‘확률해
석에 의한 손상복원력 계산 프로그램 개발’ 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서 처음 발표된 손상조합 자동생성 알고리즘으로, 이제까지 발표
된 유일한 손상조합 자동생성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선박의 횡단면에 대한 격자를 만들어서 손상조
합을 생성해 낸다.  fig.11의 (c)를 예로 들면, dP흘수의 경우, 

103
103,104
103,104,104
와 같은 형태로 손상조합이 생성되며, 중복되는 구획번호는 

삭제된다.

Fig. 11 Grid Model

4.1.2 Grid Model 의 보완점

Grid Model은 최초의 국내 계산코드라는 의의와 횡방향 단면
에 대해 손상조합이 생성되는 과정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1992년에 만들어진 프로
그램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GUI와 같은 환경을 제공하
지 못하며, SOLAS 89/90/이후의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Fig. 12 An example of Grid Model

다음으로, 격자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복되는 데이터들이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fig.12는 Grid Model의 입력 데이터 
예제이다.  입력 데이터(b)를 살펴보면, 중복되는 데이터가 상당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더불어 손상조합을 생성하는 과정
에서도 중복되는 손상조합들이 나오게 된다.  구획이 복잡해질수
록 전체격자수가 증가하는 격자모델의 특성상 복잡한 구획의 경



우 계산의 효율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격자모델을 이용함으로써 횡단면에 대한 손상조

합 생성은 사용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나, 전체 G.A상에서 손
상조합이 생성되는 과정은 알아보기 힘들며, 이는 사용자가 생성
된 손상조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입력데이터 작성도 쉽다고만은 할 수 없다.

4.2 개선된 점
먼저 구획들 간의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Grid Model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입력데이터의 분량을 줄일 수 있다.  fig.13은 
fig.12의 예제를 구획관계 알고리즘을 위한 입력데이터로 바꾼 
모습이다.  Grid Model의 입력데이터 보다 그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3 Re-arranged input data

두 번째로, 구획들 간의 위상관계를 이용함으로써 Grid Model
과는 다르게 구획이 복잡하고 많아지더라도 입력데이터의 분량
이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며, 손상조합의 중복 역시 거의 일어
나지 않는다.

마지막은 논리성이다.  위상관계를 이용한 알고리즘이라 논리
성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이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입력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복수구획 침수와 단일구획 침수
가 한 번에 계산되므로, 손상조합이 생성되는 전체적인 과정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5. 결 론
SOLAS 확률론적 손상시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한 손상조합 생

성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
해 격자모델이 가지는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추후 이를 
활용하여 국내 프로그램 개발의 초석으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만을 가지고 도달구획지수를 구할 수는 없
다. 따라서 기존의 상용코드와 연개하여 별개의 프로그램으로써 
활용하여야한다.  또한, 나아가서는 선박 모델링 프로그램과 연
동하여 설계와 검증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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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wisted Rudder의 조종 특성에 대한 연구 
 

안경수(현대중공업), 오승훈(현대중공업), 신상성(현대중공업), 이태일(현대중공업)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캐비테이션 저감 및 제작성 향상을 위하여 스팬(span) 방향으로 선형 비틀림을 갖는 비대칭 전가동타
(X-Twisted rudder)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타 (Semi-balanced rudde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조종성능
모형시험은 8,000 TEU 및 13,000 TEU 급의 컨테이너 운반선에 대하여 HPMM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비대칭 전가동타(X-Twisted rudder)는 약간 더 작은 면적으로도 일반 타와 유사한 조종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좌우 불평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타기 용량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발란스비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타 단독시험을 수행하여 종횡비 및 비틀림 각이 타의 직압력 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Keywords: X-Twisted Rudder, 일반 타 (Semi-balanced Rudder), 조종성능 (Manoeuvrabiltiy) 
 

1. 서 론 
 
타의 목적은 선박의 침로를 유지 또는 변경에 필요한 

충분한 측방향 힘을 내는데 있다. 타는 선박이 전진하는 
경우 선미타가 선수타보다 효과적이라는 점과 프로펠러에 
의해 가속된 흐름을 이용하여 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미 특히 프로펠러 후류에 일반적으로 놓인다. 
하지만 선속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러한 가속된 흐름은 
프로펠러와 타의 캐비테이션에 따른 침식 위험을 높이게 
된다. 캐비테이션은 표면 침식을 야기할 뿐 아니라 
캐비테이션에 따른 유동 박리의 발달로 인한 양력의 감소를 
일으키기도 한다.  

1950년 대 이후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대부분의 
선박에는 타의 길이 방향 모멘트에 대한 구조 지지를 위하여 
혼(Horn) 구조를 갖는 타 (Semi-balanced Rudder)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혼 구조는 구조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침로 안정성(Directional Stability)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 대에 들어와서 경제성 향상을 위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에 따라 컨테이너 운반선을 
중심으로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타 손상 및 소음 증가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캐비테이션을 
줄일 수 있는 타 단면 형상(NACA 64 계열 및 HSVA-MP)의 
적용, 혼 구조와 타 구동부 사이의 간격 축소, 캐비테이션 

취약부에의 스테인리스 스틸 적용 및 실리콘 코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혼의 존재에 따른 간극 유동 및 
표면의 불연속으로 인하여 캐비테이션 현상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가동타가 
제시되었지만 Becker Marine Systems의 KSR(King Support 
Rudder) System의 특허 만료 시점(2007년 6월)까지는 
Becker Marine Systems의 TLKSR(Twisted Leading Edge 
King Support Rudder)가 유일하게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특허 만료 이후 다양한 개념의 
전가동타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후류 특성과 제작성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된 선형 비틀림을 갖는 비대칭 전가동타인 
X-Twisted Rudder의 조종성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X-Twisted Rudder 

 
2.1 형상적 특징 

 
개발된 타는 비대칭 단면 형상을 구비하는 선박용 타로, 

그 목적은 타가 비대칭 단면 형상을 구비하되, 타 앞날을 
선형으로 형성하여, 선박 성능의 향상과 타의 캐비테이션 
현상을 개선하고, 제작 및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비대칭 단면 형상을 구비하는 선박용 타이다. 형상적 특징은 
우회전 프로펠러의 경우 타 앞날의 상단이 타 회전축 또는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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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세로축 중심라인을 기준으로 왼쪽(Port)으로, 타 
앞날의 하단이 타 회전축 또는 프로펠러 세로축 중심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Starboard)으로 각각 5.0±1.5 도 기울어져 
위치하고, 타 앞날 상단과 타 앞날 중단 및 타 앞날 하부 
끝단을 연결하는 연결라인 상에 타 앞날이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제작 및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타 축 
위치에서 최대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Fig. 1 Drawing of X-Twisted Rudder 

 
2.2 선미 선형 설계에 미치는 영향 

 
전가동타는 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펠러 후류에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놓이도록 설계할 뿐 아니라 타 두께 
비(Thickness ratio)에 따른 속도 손실을 막기 위하여 종횡비 
(Aspect ratio)를 일반타에 비하여 상당히 작게 둔다. 아래의 
Fig. 2는 전가동타와 일반 타의 설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X-Twisted Rudder 

compared with semi-balanced rudder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타기 용량을 고려하여 

발란스가 어느 정도 늘었음에도 혼의 부재에 따라 전체 
면적이 약간 뒤쪽에 놓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타와 
프로펠러 사이의 여유 공간을 고려할 수 있는 선미 형상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AP에서 Stern 

End까지의 길이가 더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면적을 
대부분 아래에 두게 되므로 선체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스케그를 두게 되는데 스케그는 경상 효과(Mirror Image 
Effect)로 타력을 증가시키지만 지나치게 큰 면적 및 두께를 
갖게 되면 속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적 
설계가 요구된다. 

 
3. 조종성능 평가 

 
3.1 대상 선박 

 
대상 선박은 8,000 및 13,000 TEU 급의 컨테이너 

운반선이다.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X-Twisted Rudder와 
일반타를 함께 시험하였다. 선박, 프로펠러, 타의 주요 
제원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hull, propeller and rudders 

 
 
타의 형상을 비교하면 다음의 Fig. 3, 4와 같다. 
 

 
Fig. 3 Rudders of 8,0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 

 

 
Fig. 4 Rudders of 13,0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 
 

3.2 조종 특성 
 
X-Twisted rudder 장착에 따른 조종성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HPMM 장비를 사용한 조종성능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수학모형으로는 전선 수학모형이 



사용되었고 실선 자항점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조종성능 해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2, 3과 같다. 
 

Table 2 Simulation results of 8,0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 

 
 

Table 3 Simulation results 13,0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 

 
 
해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X-Twisted rudder는 

프로펠러 후류에 놓이는 면적의 증가와 함께 상부 스케그의 
경상 효과(Mirror image effect)에 따라 조종성능을 일정 부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좌우 불평형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Fig. 5, 6은 타각의 변화에 따른 타력 및 선수동요 
모멘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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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udder normal force and yaw moment  

of 8,0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 
 

-6 -4 -2 0 2 4 6

-4

-2

0

2

4

R
ud

de
r N

or
m

al
 F

or
ce

 (F
N
) /

 (0
.5
rL

2 V
2 )

-20

-10

0

10

20

S
hi

p 
Y

aw
 M

om
en

t (
N

) /
 (0

.5
rL

3 V
2 )

13,000 TEU class C/C
FN - X-Twisted Rudder
FN - Semi-balance Rudder
N - X-Twisted Rudder
N - Semi-balanced Rudder

 
Fig. 6 Rudder normal force and yaw moment  

of 13,0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 
 
타가 없다면 선박은 프로펠러의 추력 편심의 영향으로 

좌현 선회하려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타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특성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 타각 0도에서 일반타의 경우 타력은 좌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수동요 모멘트는 
우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X-Twisted Rudder의 경우 
타력은 미소하게 우현 방향으로 작용하고 선수동요 
모멘트는 좌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선의 경우 타각을 0으로 유지하는 경우 
일반타는 우현 선회를 X-Twisted Rudder는 미소하게나마 
좌현 선회를 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3 발란스비 설정 

 
PMM 시험의 정적 타각 시험에서 계측된 타 토크는 

다음의 Fig.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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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udder stock moment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the balance ratio of X-Twisted Rudder 

 
결과적으로 타의 발란스비는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데 

X-Twisted Rudder의 경우 선형 및 프로펠러 부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토크와 역토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30.5% 가량이 적절한 축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시험의 레이놀드 수가 실선에 비하여 
상당히 작고 이에 따라 모형에서의 압력 중심의 후방 이동이 
더 크므로 지나치게 큰 발란스비의 설정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크의 경향은 비틀림 각 및 단면 
형상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새로운 타의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타의 단독성능 

 
 
X-Twisted Rudder의 종횡비 및 비틀림 각이 타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류수조에서 단독시험을 
수행하였다. 타 형상은 일반적으로 실선에 적용 가능한 전체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험은 Rn=3.588×10-5 에서 
이루어졌으며 타 상부의 판(Ground board)의 간극은 약 
0.01 c (mean chord)로 설정하였다. 

종횡비에 따른 시험 결과를 공개된 다른 경험식에서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Fig.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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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aspect ratio on the rudder normal force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횡비의 증가에 따라서 타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경험식들에서의 증가 
비율보다는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종횡비의 
증가는 프로펠러 후류에 놓이는 면적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실선에서의 타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비틀림 각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Fig. 9와 같다. 단독 
성능과 함께 조종시험의 프로펠러 후류에서의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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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twist angle 
 
비틀림 각의 증가에 따라서 타력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틀림 각의 증가가 
캐비테이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조종성능의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프로펠러 
후류에 놓이는 경우 이러한 특성이 다소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단독상태와 후류에서의 결과에 있어서의 크기 차이는 
타 위의 판(Ground board)의 차이와 선미 반류 등의 영향에 
기인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형 비틀림을 갖는 비대칭 전가동타인 

X-Twisted Rudder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조종시험 결과 X-Twisted Rudder는 프로펠러 후류에 
대부분의 면적이 놓임에 따라 조종성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타에 비하여 좌우 불균형 또한 어느 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타 토크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발란스비의 설정이 필요함을 파악하였고, 
회류수조에서의 단독시험에서는 종횡비의 증가에 따른 타력 
향상과 비틀림 각의 증가에 따른 조종성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횡비의 증가는 프로펠러 후류에 놓이는 
면적의 감소로 이어지고, 비틀림 각이 증가하게 되면 
캐비테이션 특성은 좋아지지만 제작성 및 조종성능이 
나빠지게 되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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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탱커 바우 스러스터 최적화를 위한 수치 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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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Bow thruster for Shuttle tanker  

J.H. Bae*, J.S. Song*, J.H. Kwon*, C.B. Hong*, S.H. Choi* 

SSMB, Marine Research Institute, Samsung Heavy Industries Co.,LTD*                                                                  

Abstract 

Numerical study on the additional resistance due to bow thruster tunnels of shuttle 
tanker has been made using the FLUENT, the commercial flow solver. The effects of 
vertical location and scallop shapes were examined to reduce the bow thruster tunnel 
resistance. It is clearly shown that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towing tank experimental data. By the optimization of tunnel position and scallop shape, 
more than 2% of total EHP (effective horse power) can be reduced. 

※Key words : CFD(전산유체역학) , resistance(저항), Bow thruster(바우 스러스터), Shuttle 
tanker(셔틀 탱커) 
 

1. 서론 

최근 고유가로 인해 브라질, 북해, 아프리카 
등 에서 해상 유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해상 유전 개발에는 필수적으로 드릴쉽
(drillship),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FPSO), 셔틀 탱커(shuttle tanker) 등 이 필요하
다. 이 중 셔틀 탱커는 FPSO 에서 생산, 저장된 
원유를 육지의 저장 시설로 옮겨 주는 선박으로, 
기존의 유조선과는 달리 FPSO 주변에서 원유를 
옮겨 실을 때, 해류나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Dynamic position system)을 사용하여 자

세를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동적 위치 제어 시스
템을 위해 셔틀 탱커에서는 주로 바우 스러스터
(bow thruster), 스턴 스러스터(stern thruster), 아
지무스 스러스트(azimuth thruster) 및 러더
(rudder) 등을 사용하여 외란에 대한 정지 상태에
서의 자세를 제어하게 된다. 

이중 바우 스러스터는 선박의 선수 부근에 위
치하며 제어 조건이 가혹한 해상에 투입되는 선박
의 경우 바우 스러스터의 용량을 키워야 자세 제
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우 스러스터 터널의 지름
도 상당히 큰 편이며 이는 운항 상태에서의 저항 
증가를 가져온다. 바우 스러스터가 2 개 이상인 셔
틀 탱커의 경우 바우 스러스터에 의한 저항 증가
는 선박 전 저항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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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바우 스러스터의 부착 위치 및 바우 스러
스터 사이의 상대적 위치뿐 아니라 터널 주변의 
모따기(chamfering), 스캘롭(scallop) 등의 최적화
를 통해 선박 추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
캘롭은 바우 스러스터 후방에 바우 스러스터를 지
나는 유선 방향으로 모따기한 영역을 지칭하며 바
우 스러스터 저항의 20~25%를 줄여주는 중요한 
저항 저감 장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 를 이용한 수치 해석 기
법을 적용하여 바우 스러스터의 위치 및 스캘롭 
적용 시의 선박 저항 성능을 해석하여 바우 스러
스터의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이를 모형 실험과 
비교하여 계산 결과와 모형 시험 결과가 잘 일치
하며 이를 통해 바우 스러스터 위치 및 스캘롭 최
적화에 수치 해석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치 계산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
는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를 이용하였고, 
격자계의 생성은 상용 격자 생성 프로그램인 
Gridgen 을 사용하였다.                                         
 

2. 수치 해석 및 계산 조건 

2.1 대상 선형 및 수치 기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선형은 105K 셔틀 탱커이
며 주요 제원 및 해석 조건은 Table. 1 에 나타내
었고 주요 형상과 바우 스러스터를 포함한 선수 
격자계 모습은 Fig. 1 과 2 에 나타내었다. 
 

 
Fig. 1  Design of 105K shuttle tanker   

 
격자계는 다중 블록 정렬 격자계를 사용하였

고,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심 면에서는 

대칭 조건을 적용하여. 격자 수를 약 100 만개로 
유지하였다. 유입 경계는 FP 로부터 1L(L= Ship 
LBP), 유출 경계는 AP 로부터 1.5L 떨어져 있으며 
옆면은 중심으로부터 1L 떨어져 있다. 

바우 스러스터는 2 개이며 직경은 약 3m 이고 
터널 그리드(grid)는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점성 유동을 해석하
기 위해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정상 상태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난류 영향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Reynolds stress model
을 사용하였고 낮은 Froude 수 조건에 따른 조파
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자유 수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격자수의 지나친 증가를 막기 위해 
벽처리 기법으로 standard wall function 을 적용하
였다. 압력 방정식은 Standard, 속도 압력 연성은 
SIMPLE 기법을 사용하였다. 압력, momentum, 
turbulent kinetic energy, turbulent dissipation rate 
및 turbulent viscosity 의 완화계수를 적절한 값을 
사용하여 반복 계산의 수렴성을 높였다. 유동 해
석 시 경계 조건은 유입 면 및 옆면에는 velocity 
inlet 조건을, 유출 면은 Pressure outlet 으로 설정
하였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 analysis condition 

of the test ship 
main dimension 105K shuttle tanker 

L (m) 233.0 

B (m) 42 

T (m) 15.1 

Fn 0.155 

Scale ratio 31.5 

 
 
 
 
 
 
 
 



 

 

 
 
 
 
 
 
 

 
Fig. 2 bow shape & surface grid of  

105K shuttle tanker 
 

 
2.2 계산 항목 
 

바우 스러스터 저항 최소화를 위한 z 방향의
위치 선정과 스캘롭의 성능 확인을 위한 계산을 
위해 바우 스러스터 2 개가 부착된 셔틀 탱커에 
대해 Table. 2 과 같이 두 가지 평가 항목을 지
정하였다. 

 
 Table 2 Items of bow thruster tunnel 

optimization 
계산 항목 조건 

바우 스러스터 

위치 최적화 

Z 방향 3 조건 (바우 

스러스터 중심기준) 

스캘롭에 유무에 

따른 저항 변화 
스캘롭 0 개/1 개/2 개 

 
바우 스러스터 높이 방향의 위치 최적화를 위

해 각각의 바우 스러스터 중심의 높이 좌표를 
(2.7m, 3.2m), (3.2m, 3.2m), (3.2m, 3.7m)로 두
고 3 가지 계산을 수행하였고, 스캘롭은 각각 바우 
스러스터에 0 개, 1 개(전방), 2 개를 적용하여 저항 
계산을 수행하였다.  
 

3. 해석 결과 

3.1 바우 스러스터 터널 위치 최적화 
 

바우 스러스터 터널의 저항 저감을 위해 터널 
중심점의 높이 변화에 따른 위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터널의 형상 및 위치는 아래 
Fig. 3 과 같다. 바우 스러스터 터널 중심의 높이
는 초기 위치를 (3.2m, 3.2m)를 기준으로 하여 터
널 주위의 유선 방향을 고려하여 앞, 뒤의 터널 
위치를 0.5m 위(case 1), 아래(case 3)로 이동하
여 저항 계산을 수행하여 bare hull(바우 스러스터 
미 부착) 저항과 비교하였다. 

 
 

 

 
 

 
Fig. 3 optimization for z location of bow thruster 

tunnel 
 

Fig. 3 과 같이 바우 스러스터 터널이 설치되
면 선박의 전 저항이 bare hull 대비 EHP 기준으
로 약 7~8%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바
우 스러스터 터널이 가파른 곡률 변화가 있는 선
수 하부에 위치하므로 유동이 선체를 따라 흐를 
때 터널 뒷부분과 앞부분에 큰 단차가 발생하여 
유동 정체에 의한 고압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바우 스러스터 터널이 낮은 곳에 위치한 경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경우 저항의 감소가 커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우 스러스터 터널이 선수 
하부의 저압 영역 에 위치하면 저압 영역 면적을 



 

 

 

줄여 저항 성능에 손해를 보기 때문이며, 본 연구
의 경우 0.5m 높이 차이에 따라 최대 EHP 1%의 
저항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는 Fig. 4 의 바우 스러스터 터널 주변의 압력 분
포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 Comparison of pressure distribution 

(optimization for z location) 

3.2 스캘롭 유무에 따른 저항 계산  
 

스캘롭에 의한 바우 스러스터 터널 저항 감소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Fig. 5 와 같이 4 가지 조
건 하에서의 저항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는 스캘
롭이 모두 적용된 경우(case 1)와 앞쪽 바우 스러
스터에만 적용된 경우(case 2), 스캘롭이 없이 바
우 스러스터 터널만 있는 경우(case 3) 및 bare 
hull 인 경우(case 4)이며 스캘롭의 설계는 Fig. 6
과 같이 bare hull 에서의 유선 방향을 참고하여 그 
각도를 따라 방향를 결정하였고 스캘롭의 거리는 
터널 중심에서 터널의 직경 내외로 두고 설계하였
다.  

한편, CFD 계산과 모형 시험에서 예측된 선
체 표면에서의 유선 방향은 바우 스러스터 터널 
주변에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Fig. 6 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캘롭에 의한 저항 감소 효과만을 확인하기 
위해 Case1, 2, 3 의 바우 스러스터 터널 중심의 z 
값은 (3.2m, 3.2m)로 동일하게 두고 계산을 수행
하였다. 

 

 

Fig. 5 optimization for scallop of bow thruster 
tunnel 

 
 

 

Fig. 6 Comparison of limiting stream line 
(above: CFD, below: model test) 

 
Fig. 5 의 표와 같이 CFD 계산 결과를 통해 

스캘롭이 전방 바우 스러스터 터널에 적용될 때 
약 1%의 전 저항 감소가 있으며 전, 후방 터널에 

Z=3.2m 



 

 

모두 설치될 경우 약 2%의 저항 감소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바우 스러스터 터널에 의한 저
항 증가가 7.4%임을 고려할 때 스캘롭은 터널 저
항을 30% 이상 감소시켜 주므로 셔틀 탱커의 속
도 성능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의 압력장 분포와 같이 스캘롭이 적용
된 바우 스러스터 터널에서는 터널 후방의 고압 
영역이 스캘롭을 따라 서서히 변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 스캘롭이 없는 경우보다 압력 저항이 작아지
게 된다. 이는 스캘롭이 터널 전방과 후방의 단차
를 줄여 주어 터널을 지나는 유동을 부드럽게 연
결시켜 주기 때문이며 이 때 전, 후방의 터널에 
적용된 스캘롭 간의 상호 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Comparison of pressure distribution 
(optimization for scallop of bow thruster tunnel) 

 
 

3.3 모형 시험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셔틀 탱커에 설치된 바우 스러

스터 터널 및 스캘롭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
여 바우 스러스터 터널 0.5m 높이 차에 따라 최
대 EHP 1%의 저항 변화가 있으며, 스캘롭의 유무
에 따라 최대 EHP 2% 이상의 저항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치 해석 결과를 바
탕으로 설계된 바우 스러스터 터널 및 스캘럽에 

대한 저항 추정 모형 시험을 예인 수조에서 수행
하여 그 비교값을 Table 3 와 Fig 8 에 나타내었다. 

시험 항목은 Fig 5 의 Case 1, 3, 4 이며 각각 
바우 스러스터 터널, 스캘롭이 모두 적용된 경우, 
바우 스러스터 터널만 적용된 경우에 대해 bare 
hull 의 저항값을 100%로 두고 EHP 기준으로 성
능 변화를 비교하였다. 수치 해석의 경우 자유 수
면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모형 시험 결과와 정량적
인 비교는 수행하지 않았고 각각의 bare hull 저항
에 대한 상대 비교 값만을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Table 3 에서 보듯이 모형 시험 추정값과 수치 해
석을 통한 저항 추정값이 각각의 경우 1% 내외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스캘롭의 저항 
감소 효과가 2%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resistance 

performance (EHP 비교) 
조건 모형 시험 수치 해석 

Bare hull 100.0% 100.0% 

Only Tunnels 

(2 개) 
106.6% 107.4% 

Tunnels + Scallop 

(2 개) 
103.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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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resistance 

performanc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해석 코드인 FLUENT 를 
사용하여 바우 스러스터 터널의 위치 및 스캘롭에 
따른 선박의 저항을 해석하여 바우 스러스터 터널
에 의한 저항 증가 및 스캘럽의 저항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모형 실험과 비교하여 계산과 
시험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결과을 얻었다. 이를 통
해 바우 스러스터 터널 및 스캘롭 설계시 수치 해
석법이 저항 최소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셔틀 탱커의 바우 스러스터 터널(2 개)에 

의한 전 저항 증가는 매우 크며(약 7%) 높이 변화
(0.5m)에 따라 약 1%의 저항 감소가 가능하다. 

- 바우 스러스터 터널 저항 감소를 위해 스
캘럽을 적용할 경우 2% 이상의 저항 감소 효과를 
얻었으며 적절한 스캘럽의 설계 및 적용이 셔틀 
탱커의 저항 감소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 바우 스러스터 터널 및 스캘럽에 대한 수
치 해석 결과는 모형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바우 스러스터 위치 최적화 및 
스캘럽 설계 시 수치 해석법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바우 스러스터의 
배치에 대한 추가적인 저항 감소 효과와 스캘럽 
제원 최적화 작업 및 바우 스러스터 그리드에 의
한 저항 성능 변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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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Container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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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Propeller Cavitation and Fluctuating Pressure for Container Ship in the 
Large Cavitation Tunnel

Jong-Woo Ahn†*, Young-Ha Park*, Gun-Do Kim*, Ki-Sup Kim*, Bu-Geun Paik*, 

Yong-Wan Yu**  

Daeduck Branch/KORDI*, TMS**

Abstract

In order to secure correlation of the cavitation performance between a full-scale ship and 

a model ship for the Container ship , the model ship with propeller and rudder is installed 

in the Large Cavitation Tunnel(LCT). cavitation behaviour is observed, fluctuating pressure is 

measured and its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full-scale ship.  The model test is 

conducted at the design-load condition, the same condition as that of the full-scale ship. 

The cavitation test conditions were decided considering the self-propulsion test results and 

stern wave height. On the basis of model-ship correlation analysis, it is considered that the 

experimental technique for the container ship was established.

※Keywords : Large Cavitation Tunnel(대형 캐비테이션터널), Cavitation(캐비테이션), Fluctuating 

pressure(변동압력), model-ship correlation(모형선-실선 상관관계)

1. 서 론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로 인한 추진기와 
방향타에 부하증가로 캐비테이션 발생량 증
가, 이로 인한 추진 효율감소, 선속 저하, 선
체 기진력인 캐비테이션 변동압력의 증가, 추

진기 및 타 표면 침식 증가, 수중방사소음 증
가 등은 고부가가치 선박개발에 복합적인 애
로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도높은 성능시험 평가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능평가시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 확보된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low noise Large Cavitation Tunne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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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T’ 로 칭함)이라는 대형 시험시설을 기반으로 
선박 캐비테이션 관련 각종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LCT에서는 대형 모형선을 시험 관측부
에 설치할 수 있어 실선과 유사하게 3차원 
반류유동을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추진기 및 방향타 등 선박의 캐비테
이션 발생을 실선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
게 된다[김기섭 외 2010, 안종우 외 2008]

선박은 선종에 따라 외부 형상이 다양하므
로 캐비테이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류의 형태도 차이가 많다. 따라서, 실선성
능 계측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선종별로 3
차원반류 재현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
며, 선종별 시험조건(흘수, 유속, 공기함유량, 
선미파고 등)이 도출되어야 한다[김기섭 외 
2010].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실선실험이 수행
된 선박 또는 국외 대형터널에서 성능시험이 
수행된 선박을 대상으로 선종별로 표준선을 
선정하여 실험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실선 변동압력 계측자료가 확보
된 6250TEU급 컨테이너선을 표준선으로 선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모형선 및 흘수판 설치

  프로펠러 및 모든 부가물이 부착된 모형선이 

설치될 LCT 관측부의 단면적은  2.8m×1.8m이

며, 길이는 12.5m이다. 본 논문에서 선종별 반

류분포 재현과 실험조건 도출을 위하여 선정한 

표준선은 6,250TEU 중형컨테이너선이다. 표준

선은 외국의 GL(Germanischer Lloyd) 선급에서 
실선 시험을 수행하여 프로펠러에 의한 선체 
변동압력결과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모형선-실
선 상관관계 정립이 가능하여 선정하였다[GL 
2002]. Fig.1에 나타난 표준선 모형선의  LBP는 
8.371m, B는 1.178m이며, 프로펠러 직경은 
0.2573m 이다.
   모형선은 Fig.2 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구속장치
에 연결하여 LCT 시험부에 설치된다. LCT에 모
형선 설치방법은 Fig.3에 나타나 있다. LCT 시
험부 상부에는 트렁크가 설치된다. 트렁크는 

조립식이지만 거의 고정된 상태이다. 트렁크 내부
에 구속장치를 고정하고 근사적인 모형선 흘수높
이를 고정하게 되면 원활한 유동장 형성을 위하여 
모형선과 트렁크 하부면 사이 빈 공간에 흘수판을 
Fig.4와 같이 설치하게 된다. 흘수판은 15㎜두께
의 PE판재로 제작된다, 흘수판 설치 후 요구 흘수
면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트렁크 상부에 덮개판을 
설치하면 모형선 설치가 완료된다.

Fig.1 Standard ship (6,250TEU Container)

  흘수판은 요구된 흘수면에 모형선 외부형상을 
따라가는 형상으로 가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흘수판 두께가 15㎜가 됨에 따라 모형선 외부면
의 경사각과 일치하게 잘 설계되고 제작되도록 3
차원 모델링도 수행하여야 한다. 흘수면의 3차원 
형상 및 고정을 위한 다수의 나사부의 정밀한 가
공을 위하여 모든 제작은 모형선 NC 밀링에서 
수행된다. 흘수판은 다수의 접시머리 나사로 고정 
되어 10.0㎧이상의 고속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다. 

Fig.2 Installation of the model ship



Fig.3 Installation procedure for model ship

 

Fig.4 Installation of draft panel 

3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

3.1 캐비테이션 관찰

 

    표준선의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을 계

측하기 위하여 LCT 관측부에 Fig.5과 같이 모

형선, 프로펠러 및 방향타를 설치하고 여러가지 

시험조건에서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

측 시험을 수행하였다. 부하조건은 예인수조 자

항시험 결과 및 실선시험 조건을 바탕으로 선미

파고높이(Stern Wave Height, 이하 ‘SWH’로 표

기)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기존 표준선인 가스

운반선의 결과를 바탕으로(김기섭 외, 2010) 흘

수판은 Design 흘수보다 50mm 증가된 흘수를 

기준으로 하여 흘수판을 설치하였다. 캐비테이

션 시험은 4개의 시험부 선속( 6.0㎧, 7.0㎧, 

8.0㎧, 9.0㎧)에서 수행하고, 공기함유량은 78%

로 고정하였다(김기섭 외, 2010). 표준선 모형

선을 설치하고 수행한 캐비테이션 시험은 Fig.6

에 나타나 있다. 

Load KT σn0.7R
Stern Wave 
Height (m) 

Design 0.2115
1.1400 0.0
1.2204 1.0
1.2847 1.8
1.3569 실선시험조건

Table.1 Loading condition for cavitation test 

Fig.5 Installation of propeller & rudder 
  

Fig.6 Photograph of cavitation test  



θ = 0˚ θ = 20˚

θ = 40˚ θ = 60˚ 

(a) σn0.7R = 1.1400

θ = 0˚ θ = 20˚

θ = 40˚ θ = 60˚ 

(c) σn0.7R = 1.2847

      
 

   Table 1은 예인수조 자항시험 결과 및 실선시

험 조건을 바탕으로 SWH를 고려하여 선정한 시험

조건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SWH를 고려하지 않

고 자항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험조건은 캐비

테이션 수는 1.14이고, 여기에 선박 운항시 Stern

θ = 0˚ θ = 20˚

θ = 40˚ θ = 60˚ 

(b) σn0.7R = 1.2204

θ = 0˚ θ = 20˚

θ = 40˚ θ = 60˚ 

(d) σn0.7R = 1.3569 

 

wave에 의하여 선미에 수두가 높아져 실제적인 

프로펠러 수심은 높아지는 SWH를 고려하여 도출

된 시험조건이 1.2204와 1.2847이다. 캐비테이션

수 1.3569는 실선실험시 운항회전수를 고려하여 

도출된 조건이며, 자항시험 결과로부터 운항여유

Fig.7 cavitation observation test results  



Fig.10 Installation position of pressure sensors

를 고려하여 선정된 프로펠러 회전수보다 약 5%

정도 작은 회전수를 나타낸다. 선속 8.0㎧에서 

Table 1의 부하조건으로 수행된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는 Fig.7에 나타나 있다. 캐비테이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캐비테이션 양이 약간 감소된 경향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캐비테이션 발생 거동이나 양

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캐비테이션수 

1.3569를 SWH로 환산하면 약 2.7m이다. SWH의 

증가에도 캐비테이션 발생 거동과 양의 차이가 크

지 않은 것은 설계하중 조건에서 선미흘수가 

12.2m로 약간의 수심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2 변동압력 계측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에 의하여 유기된 변동압력

은 프로펠러 상방 모형선에 설치된 변동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계측된다. 변동압력센서는 Kulite사의 

XTM-190-50A이다. Kulite사의 XTM 모델은 나사

식으로 부착하게 되어있어 탈부착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탈부착시 파손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단점

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댑터를 제작하여 변동압력센서

를 설치하고 모형선에 설치한다. Fig.8은 변동압력

센서 및 각종 취구장치 부품들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센서의 케이블은 방수를 위하여 비닐튜

브를 통하여 연결된다. 변동압력센서 및 취구장치

는 Fig.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선 프로펠러 상

방위치에 설치된다. 

Fig.8 Assembly of pressure sensor and 
protection parts

Fig.9 Installation of pressure sensors

  Fig.9와 10은 표준선의 변동압력 계측위치를 표

시한다. 이중 S2와 A2는 모형시험과 비교를 위하여 

실선의 변동압력 계측위치를 조사하여 동일한 위치

를 선정하였다.  

   Fig.11은 시험부 선속 8.0㎧는 캐비테이션 수 

1.3569의 시험조건에서 계측된 위치별 변동압력 크

기 및 경향을 보여준다. Fig.7에서 나타났듯이  안정

된 캐비테이션 거동에 따라 거의 모든 계측점에서 

변동압력 2차 성분이 1차성분에 비하여 3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Fig.12는 시험부

유속변화에 따른 변동압력 변화 특성을 보여준다.  

비교위치는 S2이며, 캐비테이션 수는 1.3569이다.

변동압력의 1차성분은 선속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실선과 비교해 볼 때 시험부 

유속 8.0㎧에서 계측한 결과가 비교적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는 바, 8.0㎧를 기준으로 ±1.0㎧ 범위



Fig.11 Test results of fluctuating pressure 

(a) σn0.7R = 1.1400 

(c) σn0.7R = 1.3569 

Fig.12 Effect of test speed (position : S2)

(b) σn0.7R = 1.2204

(d) Full-scale 

Fig.13 Fluctuating pressure comparison of model and full-scale ship   



에서 크기 차이는 약 ±13% 이다. 모형시험 단계에

서 실선대비 ±15% 이내에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의 표준선인 

중형컨테이너의 경우 7.0~9.0㎧ 범위에서 실험하

는 경우 실선 변동압력에 근접한 자료를 모형시험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13은 시험부 유속 8.0㎧에서 계측된  변동압

력 모형시험과 실선시험 결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모형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Fig.13-(d)의 실선시

험 결과도 변동압력 2차성분이 1차성분에 비하여 약 

30% 정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변동압력 특성은 캐비테이션 발생량이 적고(두

껍지 않고) 거동이 안정적이며 Tip vortex 캐비테이

션(TVC)이 강력하게 생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

상으로 모형과 실선의 캐비테이션 발생거동이 유사

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모형과  실

선의 변동압력의 비교는 S2와 A2 2개의 위치에서만  

비교가 가능한 바, 거의 유사한 크기 및 경향을 보여

준다. 캐비테이션 시험조건이 예인수조 시험결과인 

자항시험과 SWH 차이를  가지고  도출된 시험조건

에서 계측된 Fig.13-(a)와 (b)의 결과가 실선시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실선시험 조건(σn0.7R= 

1.3569)에서 도출된 Fig.13-(c)는 실선보다 약간 작

은 값을 보여준다.

Fig.14 Effect of SWH (position : S2)
  

Fig.14는 변동압력 계측위치 S2에서 SWH 변화에 

따른 변동압력 계측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SWH의 

변화에 따라 Fig.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캐비테이션 

거동 및 발생량의 차이가 거의 없어 5차까지의 변동

압력 값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비

테이션 수 1.3569는 약 2.7m의 SWH로 환산되는데, 

이때의  변동압력 값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준다. 즉 1.8m까지의 SWH의 변화에는 캐비테이션 

거동 및 변동압력 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결  론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선종별 캐비테
이션 실험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선을 
표준선으로 선정하여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
력 계측을 수행하였다. 흘수판은 실제 흘수보다 
50mm 높여 설치하였으며, LCT 시험부 유속은 
6.0~9.0㎧ 범위에서 1.0㎧ 간격으로 조절하였다. 

현재의 표준선인 중형컨테이너의 경우 시험부 
유속 8.0m/s에서 계측된 변동압력이 실선대비  
약 2%이내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LCT 시험
부 유속은 7.0~9.0m/s 범위에서 8.0㎧ 기준으로 
±13%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모형시험 단계에
서 ±15% 이내의 오차를 갖는 변동압력 시험결과
를 제공할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되지만 
중형컨테이너의 경우 실선결과를 기반으로 시험부 
유속 8.0㎧에서 캐비테이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SWH 변화에 따라 수행된 캐비테이션 발생시험
과 변동압력 계측 시험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
으며, 크기와 경향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
다. 선미 흘수가 클 경우 약간의 SWH의 변화는 
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다른 선형에 대하
여도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실선 변동압력의 결과를 살펴보면 1차성분에 
비해 2차 3차 성분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
여주는데, 모형시험 결과도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캐비테이션 발생거동에서 나타나는 변동
압력 특성으로서 모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에서 그러한 발생 거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 정확한 모형선-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발



생량 및 거동을 파악하려면 실선 캐비테이션 관찰
이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모형선-실선 변동압력 계
측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때 실선에서도 안정적인 
캐비테이션이 발생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일반적인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의 경우 예
인수조의 자항시험과 SWH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시험조건을 도출하는데, 실선 변동압력 계측결과
와 비교해 볼 때 도출된 시험조건에서 수행된 모
형시험 결과가 실선 결과에 좀더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LCT에서 모형선을 이용하여 예측된 변
동압력이 실선과 좋은 일치를 보여줌으로서, 공기
함유량, 유속, 흘수판 위치 및 시험조건 도출방법 
등 중형컨테이너선의 캐비테이션 시험을 위한 시
험기법은 도출되었다고 사료된다.

후  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기술개발사업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 과제 결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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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연구
김기섭1, 박영하1, 김건도1, 안종우1, 김성표2

한국해양연구원1, 대우조선해양(주)2

요 약

본 논문에서는 KORDI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및 변동압력 계측시험 결과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실선 
프로펠러 변동압력 및 국외기관 시험결과와 비교한다. 그리고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재현한 공칭반류분포 및 반류수축(wake 
contraction) 특성을 살펴보고 LDV로 계측한 총 유속을 바탕으로 유효반류를 추정한다. 본 실험을 통하여 모형선 변동압력계측 
결과와 실선 변동압력 계측결과는 비교적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발생특성은 반류분포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실선 변동압력 결과비교를 통하여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재현된 반류의 타당성을 확인해 본다.      

Keywords : large container ship(대형 컨테이너선), large cavitation tunnel(대형 캐비테이션터널), effective wake(유효반류), propeller 
cavitation(프로펠러 캐비테이션), pressure fluctuation of full-scale ship(실선 변동압력)
   

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LCT, Large Cavitation 

Tunnel)은 지난 2009년 후반기에  제작‧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
였다.(Kim et al., 2009) 그 후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을 통하여 LCT에서 수행하는 각종 모형시험법을 개발하고 모형
시험 결과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선박 유체성능 예측을 
위한 모형시험은 대부분 실선과 모형선 크기 차이에 대한 영향
(scale effect), 연구‧시험시설의 특성과 제한사항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 상사법칙(Similarity Law) 완전 만족은 불가능하지만 주요
한 물리적인 특성을 상사하고 부분적으로 많은 경험 등이 요구된
다. 본 논문에서는 14,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LCT에서 모형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을 수행하고 실선 변
동압력 계측 및 HYKAT (HSVA, 독)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LCT 모형시험결과의 정도를 확인한다.  

2. LCT 모형시험 대상선 및 반류
대상선은 14,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이며 모형선(KS1300) 

길이(LBP) 8.738m, 모형프로펠러(KP960) 직경 227.5m 이다. 
LCT 시험부에 모형선 설치는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으며 Fig. 
2는 모형선 선미에 설치된 변동압력 센서(9개)를 보여준다. 

Fig. 1 Installation of 14000teu model ship  
         at the test section of LCT

Fig. 2 Location of pressure 
sensors on the surface of 
model ship

LCT에서 재현된 모형선 반류분포의 정도확인을 위하여 자유수
면이 존재하는 모형선 반류분포(예인속도 1.962m/s)와 비교
한다. 이에 대응하는 LCT 유속은 1.96m/s이다. 결과비교는 
Fig. 3, Fig.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VX iso cotou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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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수면 효과 등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원주방향 평균유속 
분포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radii : 0.3R, 0.5R, 
0.7R, 0.9R, 1.1R) LCT에서는 자유수면 재현이 불가능하
므로 흘수판으로 대신한다.  
  Fig. 5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이 수행되는 보다 높은 
유속에서의 반류분포를 나타내며 저속의 경우에 비하여 반류수
축(wake contraction)이 발생함을 보여주며 Fig.   는 시험
유속 증가로 프로펠러면에서 유속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
준다. Fig. 6은 프로펠러 작동에 프로펠러면에서 상류 
x/L=-0.27R에서 계측한 총 유속(total velocity)이며 Fig. 
7은 양력면 이론으로 계산한 프로펠로 유기속도 분포이며 Fig. 
8은 총 유속에서 유기속도를 뺀 유효속도(effective velocity) 
분포를 보여준다. 추정된 유효반류분포는 반경별로 차이를 보이
며 특히 프로펠러 안쪽 반경(inner radius)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Fig. 3  Iso-Axial velocity contours measured at 
towing tank in the design draft condition(towing vel. : 
1.952m/s, radii : 0.3R, 0.5R, 0.7R, 0.9R,1.1R)

  

      
Fig. 4 Iso-Axial velocity contours measured at 

LCT in the design draft condition (VT : 1.96m/s)

    Fig. 5 Iso-Axial velocity contours measured at 
LCT in the design draft condition (VT : 7.327m/s)

  

   Fig. 6 Total velocity contours measured at the 
plane of x/L=-0.27R in the design draft condition 
(VT : 7.328m/s)

   Fig. 7 Induced velocity calculated by vortex 
lattice method

              



Fig. 8 Effective velocity contours estimated at 
the plane of x/L=-0.27R in the design draft 
condition (VT : 7.327m/s)

        
Fig. 9 Comparison of circumferential mean 

axial velocity of nominal wake, total velocity and  
effective velocity at design draft condition

3. 모형선-실선 프로펠러 변동압력 
특성 비교

Fig. 10은 design 흘수상태에서 LCT와 HYKAT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를 보여준다. 이경우는 
선수 선미 흘수가 TF=FA=14.0m으로써 even한 상태이다. 양 기
관의 캐비테이션 관찰 카메라 위치가 다르며 HYKAT 경우에는 
유동장에 공기방울이 존재하고 있다.  동적 거동 특성을 갖는 프

로펠러 캐비테이션현상을 정적 사진으로 비교는 제한적이지만 
생범위는 유사하며 국부저으로 약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이는 
각 기관별 의 시험시설과 시험방법의 차이 등으로 생각된다.  

     프로펠러면 방향의 선체표면 변동압력 계측결과 비교는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변동압력분포는 유
사한 경향을 보이며 1차 성분을 매우 유사하며 고차성분에서
는 정량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0 Comparison of cavitation observation at 
design draft condition (upper : LCT, lower : HYKAT)
[test condition : KT=0.2289, sigma=1.4633, 
TF=FA=14.0m]



Fig. 11 Comparison of pressure fluctuation level from 
model tests at design draft condition (solid line : LCT, 
dashed line : HYKAT) [test condition : KT=0.2289, 
sigma=1.4633, TF=FA=14.0m]
실선 변동압력 계측시험은 앞서 design 흘수에서 캐비테이션 시
험 수행 후에 이루어졌으며 컨테이너 적재상태가 달라서 흘수가 
변화하였다. 따라서 대응하는 흘수(TF=11.95m, TA=12.50m)의 
자항시험으로부터 캐비테이션 시험조건을 산정하였으며 선미파
고는 2.8m로 계측되었다. Fig. 12는 실선 변동압력 계측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LCT 모형선 변동압력 결과와 실선 변동압력 계
측결과 비교를 보여준다. 변동압력 차수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변동압력 분포 경향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인
다. 실선계측 운항 실해역의 반복시험 결과를 보면 조류영향 등
으로 인한 오차 있으며  자유수면 재현이 불가한 제한수로 대형
터널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은 일치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Fig. 12 Comparison of pressure fluctuation level between 
LCT model test and the real ship measurement (solid line : 
LCT model test, dashed line : Full-scale measurement) 

            

Fig. 13 Cavitation observation(LCT) at 
the same condition with pressure 
fluctuation measurement of full-scale ship 
[VT=8.0m/sec, KT=0.2165, sigma=1.6378, 
s.w.h =2.80m(T.T), TF=11.95m, 
TA=12.50m]

4. 결 론
본 논문은 LCT에서 수행한 14000teu급 대형 컨너테이션 프로

펠러 캐비테이션 관찰과 변동압력계측 결과를 HYKAT 모형선 시
험결과 및 실선 변동압력계측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상호 좋은 일
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LCT에서 재현 공칭반류 특성을 분석
하고 LDV로 계측한 총 유속을 기반으로 유효반류를 추정하였다. 
향후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을 통한 실선 프로펠러 캐비
테이션 거동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후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기술개발사업 ‘친환경 추진기 캐
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 사업 결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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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Generator(35K LPG선)에 의한 선체반류 및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연구

김기섭1, 김건도1, 안종우1, 박영하1, 김성표2
한국해양연구원1, 대우조선해양(주)2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 기진력 감소용으로 선체반류 개선에 사용되는 보오텍스 생성기의 설치각도 변화에 대하여 대형 캐비
테이션 터널에서 체계적인 반류계측시험을 수행하여 프로펠러면 반류분포,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및 변동압력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실험적 방법으로 조사⦁분석한다. 좌우현의 보오텍스 생성기의 설치각도는 대칭적 비대칭적으로 변화한다. 보오텍스 생성기는 
선체반류 유동장을 가속하여 기진력을 감소하며 특히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프로펠러면 좌현측 유동장 가
속시에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체계적인 실험자료 분석을 통하여 캐비테이션 및 변동압력 감소 관점에서 보오텍스 생성
기 설치각도 및 위치 최적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오텍스 생성기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속감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생각해 본다.
Keywords : vortex generator(보오텍스 생성기), propeller cavitation(프로펠러 캐비테이션), pressure fluctuation(변동압력), wake distribution
(반류분포), large cavitation tunnel(대형 캐비테이션터널)

1. 서 론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반류유동을 제어하여 프로펠러 날개에 

발생하는 캐비테이션과 선체표면에 작용하는 변동압력을 감소하
는 장치로 와류생성기(vortex generator, 이하 V.G)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V.G와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 형태의 Guide 
Plate(G.P)를 냉각수 배출구 주위에 부착하여 프로펠러 유입유동
을 가속하고 불균일성을 약화로 인한 캐비테이션과 변동압력 감
소 효과, 속도성능과 반류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된 바 있다.(Lee 
et al. 2009) 와류발생기 장착시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Choi et al. 2009) 

이와같이 V.G는 프로펠러와 선미형상 설계로 제한적인 부분
에 대하여 선체 기진력과 소음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V.G 설치로 인한 선속감소를 최소화하고 기진력 감소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자항추진시험과 캐비테이션 성능시험을 통하여 최
적의  V.G 위치와 설치 각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 본문에서는 V.G 설치 상태에 따라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
능 특성 연구를 위하여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Kim et al. 2009)
에 모형선이 설치된 상태에서 좌우현 V.G의 설치 각도를 대칭 비
대칭적으로 변화하면서 프로펠러 면에서 반류분포 특성 변화를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거동
과 변동압력 특성을 살펴본다. 이는 향후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제어를 위하여 사용되는 V.G 설치위치 및 각도 선정시 선체
반류 유동 제어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V.G 및 모형시험  
 모형시험에 사용된 V.G는 Fig. 1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쇄기

형 사면체이며 상류부가 뽀족한 형태이다. V.G는 모형선 좌우현
에 설치되며 모형선 내부에는 V.G의 각도 제어용 방수 구동모터
를 좌우현 V.G에 각각 설치하여 시험 중에도 쉽게 각도 변화를 
줄 수 있다. V.G 회전각도 정의는 기존에 설치된 상태를 00로 설
정하고 V.G 상류부 뽀족한 앞날 부분이 아래로 기울 때를 음(-)
의 각도로 하고 위로 움직일 때 양(+) 각도로 한다. 모형선(축척
비 1/23.2)의 크기는 약 7.4m이며 모형 프로펠러 직경은 
250mm 이다.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이하 LCT)에서 수행된 시험조건은 Table 
1에 보는 바와 같이 V.G가 없는 경우의 자항시험 결과와 V.G가 
있는 경우는 좌현(α_port)과 우현(α_stb)의 V.G 각도가 모두 00 

인 경우에 대한 자항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V.G 각도가 00가 아
닌 경우는 00 때 자항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정확한 선속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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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자항시험을 수행해야 하지만 본 본문에
서는 V.G 각도 변화에 따라 프로펠러면(propeller plane)에서 위
치별로 반류유동의 영향을 조사를 우선적으로 다루며 그에 대응
하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다.  

각 흘수 조건에서 LCT 캐비테이션 시험조건은 Table 1과 같
으며 선미 파고는 자항시험시 계측 값으로 캐비테이션 수 산정에 
고려된다. Table 1은 캐비테이션터널 시험조건을 보여주며 
Table 2와 3은 각각 Table 1의 시험조건에서 프로펠러 면 유속
증가에 대응하는 축 회전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 Location of vortex generator 
and sign of angular position 

Fig. 2 vortex generators on port 
and starboard side of model ship 
installed at test section of LCT

 Fig. 3 Control system of angular 
position of vortex generators on both 
sides

Table 1 Test condition of cavitation performance test

Draft  VT  
  (m/s) KT σn_0.7R

선미   
 파고 (m)

Design
w/ V.G 6.5 0.1790 2.009 1.48
Design
w/o V.G 6.5 0.1769 2.000 1.48
Ballast
w/ V.G 6.5 0.1812 1.6703 1.10
Ballast
w/o V.G 6.5 0.1837 1.6692 1.10

Table 2 Measured propeller rps at design draft condition
w/o V.G :    

    38.64
Starboard V.G

-100 00 +100 

Port 
V.G

-100 40.75 41.06 42.24
00 39.79 40.12 41.39

+100 37.34 37.64 39.08

Table 3 Measured propeller rps at ballast draft condition
w/o V.G :    

    36.77
Starboard V.G

-100 00 +100 

Port 
V.G

-100 38.41 38.69 39.89
00 37.26 37.68 38.90

+100 34.25 34.52 36.36

3. V.G가 선체반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 
3.1 Iso-Axial velocity contours 

  V.G는 프로펠러면에서 반류를 제어하여 캐비테이션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류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류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속 
손실을 최소화하고 캐비테이션 변동압력 감소 효과를 고려하
여 V.G 설치위치 및 설치각도 선정 방향을 생각해 본다. 모형
선 공칭반류 계측은 LCT에서 LDV로 계측하였으며 터널 시험
부 유속은  6.5m/s을 기준으로 한다. 모형선 흘수는 흘수판 
하부면 경계층 유동 등을 고려하여 70mm를 추가하였다.(Kim 
et al. 2010) 
  Fig. 4는 V.G 부착 유무시 V.G 좌현각도(ƟP)과 우현각도
(ƟS)가 대칭인 -100, 00, +100에 대하여 design과 ballast 흘
수에 공칭반류분포 이다. Fig. 5는 design 흘수에서 V.G 각도 
변화에 대한 반류분포를 보여준다. V.G 장착 시에는 대부분 
영역에서 유속이 증가하여 위치별로 차이는 있으나 반류 수축



효과(wake contraction effect) 갖는다. 특히 12시 방향 반류 
큰 영역(high wake region)이 조금씩 감소한 특징을 나타내며 
비대칭 각도 경우에는 반류도 비대칭 분포를 보인다. V.G 각
도 ƟP=ƟS=100 에서 반류는 V.G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분포
를 갖는데 이는 V.G 설치각도가 유선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장에서 서술되는 원주
방향 반류분포와 변동압력 수준도 상호 거의 유사함을 보여 
물리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Iso-Axial velocity contours on variation of symmetric 
angular position of V.G in design and ballast condition (radii 
: 0.3R, 0.5R, 0.7R, 0.9R, 1.1R)

Fig. 5 Iso-Axial velocity contours on variation of angular 
position of V.G in design draft condition (radii : 0.3R, 0.5R, 
0.7R, 0.9R, 1.1R)

3. 2 원주방향 유속분포  
Fig. 6과, Fig. 7은 각각 design 흘수와 ballast 흘수에 대하여 

원주방향 평균유속 분포를 보인다. 공통적으로 평균유속이 큰 순
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Table 2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추력을 내기 위해서는 프로펠러 회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변동압력수준과 비교해 보
면 유속이 빠른 반류에서 대개 변동압력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한다. Fig. 8은 반경별 원주방향 속도분포를 보이며, Fig. 9
는 반경 0.9R과 1.1R에서 반류가 큰 영역(wake peak region)을 
확대하여 보여준다. 

Fig. 9에서 반류의 최대값이 되는 00 근처에서 유속이 빠르게 
하는 V.G 각도가 역시 상대적으로 변동압력 수준도 작으며 일부
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발생과 소멸 단계의 유속분포 경사각에 
따른 경향을 보여준다. Fig. 8에서 V.G 상태에 따라 반류분포를 
보면 프로펠러 바깥 반경보다도 안쪽 반경에서 반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V.G의 위치, 형상 및 각도 등이 가능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유속이 가속되
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본 대상선의 경우 반류 peak 
근처 영역에서만 유동가속이 가능하다면 캐비테이션 제어와 선
속저하 최소화 관점에서도 이상적일 것이며 생각된다. 그리고 
V.G가 없는 경우와 V.G 부착 시 반류분포를 비교하면 안쪽 반경
에서 반류분포에 변화가 많은 경우에는 변화된 반류특성을 고려
하여 프로펠러 부하분포 최적화 등을 통하여 프로펠러 형상설계
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ƟP (Port) ƟS (STB)
1 -100 -100 
2 -100 00 
3 00 00 
4 -100 +100
5 +100 -100
6 +100 00 
7 +100 +100 
8 w/o V.G



   
Fig. 6 Distribution of circumferential mean 

axial velocity at design draft condition

   
Fig. 7 Distribution of circumferential mean 

axial velocity at ballast draft condition

    
.  

Fig. 8 Circumferential distribution of axial velocity components at 
design draft condition 



Fig. 9 Magnified circumferential distribution 
of axial velocity components in high wake 
region at design draft condition

4. V.G 기인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
4.1 선체표면 변동압력 특성

   LCT에서 선체표면 변동압력 계측시험 조건과 계측점 위치는 
각각 Table 1, Fig. 10 및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시험
에 사용된 프로펠러(KP607)의 회전방향은 상류를 볼 때 시계방
향이다. V.G 가 없는 상태에 design흘수와 ballast 흘수 상태의 
변동압력 분포 특성은 각각 Fig. 12, Fig.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
으며 ballast 상태에서 더 큰 수준의 변동압력을 보인다. 좌우현 
V.G 각도가 대칭각(+100, 00, -100)에서 변동압력은  각각 Fig. 
14~Fig. 16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ƟP=ƟS-=-100 에서 제일 작은 
변동압력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반류분포 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Fig. 10 Pressure sensors on the 
surface of model ship

Fig. 11 Location of pressure sensors on the 
hull surface

   

Fig. 12 Harmonic components of pressure fluctuation 
acting on hull without V.G at design draft



Fig. 13 Harmonic components of pressure fluctuation 
acting on hull without V.G at ballast draft 

Fig. 14 Harmonic components of pressure fluctuation
acting on hull with V.G at ballast daft  
(Angle of V.G : +100(Port), +100(STB)

Fig. 15 Harmonic components of pressure fluctuation     
            acting on hull with V.G at ballast daft 

(Angle of V.G : 00(Port), 00(STB)

Fig. 16 Harmonic components of pressure fluctuation    
     acting on hull with V.G at ballast daft 

(Angle of V.G : -100(Port), -100(STB)

Table 4는 design 흘수 및 ballast 흘수 조건에서 V.G 각도변화
에 대하여 계측된 변동압력 수준을 나타내며 화살표방향으로 변
동압력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프로펠
러면에 0도(12시 방향)의 영역의 좌우현 유속이 증가하는 방향
(ƟP=ƟS-=-100)으로 변동압력이 감소하며 좌우현 회전각도 절대
각도가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도 좌현의 유속증가 시 변
동압력이 더 감소한다. 반대로 유속이 감소하는 방향
(ƟP=ƟS-=+100) 으로는 증가한다. 즉  프로펠러면 좌현 측의 유속
증가시 변동압력 감소량이 제일 크게 나타난다. V.G 비대칭 각도 
조합에 따라 반류 peak 위치가 좌현 또는 우현으로 이동(Fig. 9)
하며 되며 우현으로 이동시 변동압력 값은 작아진다.
  대상선의 경우 V.G 각도 변화시 변동압력 계측치 변화가 적은
량 이지만 단계적 변화특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몇 시험을 
통하여 LCT 시험부 유속과 프로펠러 회전수 유지상태가 매우 양
호함과 매번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Level of pressure fluctuation measured by   pressure 
sensor at center position on hull surface (upper : design 
draft, lower : ballast draft) (1st, 2nd, 3rd, 4th, 5th harmonic 
component)

Table 5와 Table 6은 Table 4에서 보인 V.G 각도 변화 중 일부 
경우에 대하여 V.G 없은 경우의 변동압력 변화량 대비 증감량 백
분율을 design과 ballast 흘수에 대하여 비교한 것이다. 변동압력
은 차수별로 비교하였으며 1차 성분이 작은 V.G 순으로 정리하
였으며 음의 부호는 증가를 의미한다. Design 흘수에서 V.G가 



없는 경우 변동압력(단위:kPa)은 차수별로 2.158, 1.373, 0.962, 
0.951이며 ballast 흘수상태에서는 3.796, 2.260, 1.297, 1.813 
이다. 전반적으로 좌현 V.G 각도가 음인 경우 즉, 유속이 증가하
는 상태가 우선적으로 변동압력 감소량이 크다. 고차성분변동압
력이 1차 성분보다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5 Reduction amount of pressure fluctuation at design 
draft condition

Port STB 1st
(%)

2nd
(%)

3rd
(%)

4th
(%)

-100 100 22.2 37.8 61.5 56.6 
-100 -100 21.1 44.8 47.1 76.9 
00 00 16.4 42.5 49.5 71.5 
100 -100 9.8 41.1 21.4 53.9 
100 100 -3.0 12.7 21.6 33.6 

Table 6 Reduction amount of pressure fluctuation at ballast 
draft condition

Port STB 1st
(%)

2nd
(%)

3rd
(%)

4th
(%)

-100 -100 42.1 41.7 63.0 64.4 
-100 100 36.8 39.3 33.3 66.9 
00 00 36.5 31.2 44.6 52.6 
100 -100 33.5 28.5 8.9 48.8 
100 100 3.1 -8.6 -8.9 8.9 

4.2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
  캐비테이션 발생, 성장, 붕괴 및 소멸 과정은 동적거동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정적인 사진 비교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으며 특히 
고차성분 변동압력을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은 더욱 그러하다. 
  Fig. 17은 프로펠러 design 흘수상태 날개각도 20도 위치의 
캐비테이션 발생을 보여준다. Design 흘수상태의 캐비테이션 발
생은 V.G 부착 시에는 없는 경우에 비하여 대부분 감소하는 결과
를 보여주지만  ƟP=ƟS=+100 경우는 캐비테이션 발생 면적과 체
적이 일부 증가로 관찰되었다.  
  Ballast 흘수상태에 날개각도 20도 및 50도 위치의 캐비테이션 
발생은 캐비테이션 Fig.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부분 V.G 미
부착시 보다 부착의 경우에 발생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V.G 각도 ƟP=ƟS= -100 에서 발생량이 제일 작으며 ƟP=ƟS= 
+100 에서 제일 커진다. 전반적으로 캐비테이션 발생특성은 변동
압력계측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Fig. 17 Cavitation behavior on the variation of angle of V.G
(Design load condition)



Fig. 18 Cavitation behavior on the variation of angle of V.G
(Ballast load condition)

5. 결 론
- V.G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감소와 변동압력 감소에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치임을 확인하였다. 프로펠러면 
반류 peak 영역의 유속을 증가하여 high wake 영역을 줄여
주어 캐비테이션 발생량 감소과 변동압력 감소하였다. 

- 프로펠러가 시계방향으로 회전 시에는 특히 프로펠러면 좌
현 영역에 유속증가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원주방향 
유속분포에서 보았듯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속
분포를 더 완만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 V.G 부착시 발생하는 선속 감소는 저항 및 자항시험으로 검
증해야 한다. 저속 비대선과 같이 강한 빌지 보오텍스가 존
재하지 않는 본 대상선의 경우에 선속감소 최소화를 위해서
는 프로펠러 안쪽반경 보다 바깥 반경의 high wake 영역의 
감소와 유속증가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V.G 부착상태 
에 반류변화에 큰 경우에는 일 반영한 프로펠러 최적화 설
계 수행이 필요하리라 본다.     

- 모형시험은 실선의 레이놀즈 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V.G 모
형이 작기 때문에 V.G 생성한 유동과 선체주위 유동 상호작
용을 고려하면 가능한 높은 유속에서 모형시험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 V.G의 부착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V.G 위치를 변경을 통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후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기술개발사업 ‘친환경 추진기 캐
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 과제 결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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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size Bulk Carrier의 성능향상을 위한 
Mewis Duct 적용사례 

 
김태훈(성동조선해양), 정영준(성동조선해양), 손재우(성동조선해양) 

 
 

요 약 
 

본 연구는 Capesize Bulk Carrier의 추진 성능 향상을 위해 범용 Energy Saving Device 중 하나인 Mewis Duct를 적용하고
모형시험 및 실선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에서는 Mewis Duct의 Blade Angle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알아보는
Blade Angle 최적화 시험과 Mewis Duct 설치 전과 후의 자항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실선 시운전을
실시하여 미 설치 호선과의 속력 시운전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모형시험 및 실선 시운전 결과 Mewis Duct 적용
호선은 설계 흘수 기준 약 5% 이상의 추진효율 증가 효과를 보였다. 
 
Keywords: Mewis Duct, Energy Saving Device 
 

1. 서 론 
 
최근 EEDI 발효를 앞두고 ESD(Energy Saving Device)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선주의 요구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ESD의 개발 및 성능의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ESD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금전적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며, 자체 기술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선 적용을 위해 선주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실효성에 대해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ESD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면 이미 
개발되어 많은 적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Mewis Duct의 
적용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Mewis Duct는 선체에 의해 
교란되어 프로펠러에 불균일하게 유입되는 유동을 정류하고 
프로펠러 유입면의 유동장의 유입 각도를 바꾸어 유속 
분포를 고르게 바꾸기 위해 프로펠러 전방에 고정날개와 
Duct가 복합된 부가물을 설치하여 Mewis Duct 후류에서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이다. 이와 같이 추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로는 
CRP, PBCF, Vane Wheel, Pre-swirl stator 등이 있다. Mewis 
Duct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Moving part가 
없어 장착 후 유지보수가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에서 건조된 Capesize Bulk Carrier에 
적용된 Mewis Duct의 모형시험 및 실선 시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Mewis Duct의 실선에서의 추진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2. 모형시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제작되어 모형시험을 수행한 바 있는 

당사의 180K Bulk Carrier 선형에 Mewis Duct를 설치하여 
추가 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선의 주요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Ship Model 
LPB 283.50 m 7.70 m 

Breadth 45.00 m 1.22 m 
Draft 16.50 m 0.45 m 
CB           0.85        0.85 

 

 
Fig. 1 Hul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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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은 SSPA에서 진행하였으며 Mewis Duct 모형 

제작은 Becker Marine 社에서 제공한 형상정보를 바탕으로 
SSPA에서 제작하였다. 먼저 본선에 설치될 Mewis Duct의 
최적 Blade angle을 찾기 위해 21개 case에 대해 Blade 
angle 최적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Design 
condition의 단일 속도에서 진행 되었으며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Case6가 가장 작은 전달마력을 
보였으며 RPM도 다른 Case에 비해 다소 Light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Blade Angle을 Case6으로 고정하고 자항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3, 4와 Table 2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Mewis Duct 적용 시 동일 마력 기준 Design 
condition에서 0.24knots, Ballast condition에서 0.3knots의 
선속 증가를 보이며,  RPM은 각각 0.8%, 0.7% 
Heavy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Blade angle optimization 



 

 
Fig. 3 Design condition 

 

 

 
Fig. 4 Ballast condition 

Table 2 Summary of model test result 

Condition Vs RPM Power 
Design + 1.6% -0.8% + 5.0% 
Ballast + 1.9% -0.7% + 8.5% 

 
이와 같은 결과는 Mewis Duct가 Propeller에 유입되는 

유동장의 정류 및 유속의 변화를 통해 Propeller에 걸리는 
부하를 줄인 결과로 Mewis Duct의 설치에 따른 저항 증가의 
영향보다 추진 효율의 증가로 인한 이득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저속 비대선의 경우 선미 형상과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 프로펠러 면에서 우현에서는 회전류를 상쇄시키고 
좌현에서는 반대로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Mewis 
Duct의 비대칭 Blade와 Duct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회전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3. 실선 시운전 
 

실선 시운전은 해상 상태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해상상태에서 시운전을 실시한 
3척에 대하여 Mewis Duct를 설치한 호선의 시운전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3은 각 호선별 시운전 해상상태를 
나타내었다. Wave height는 평균 1.5m, True Wind Speed는 
약 9.0m/s 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해상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속력 시운전 결과를 보면 미설치 호선들의 평균 속도 
차가 약 0.03 knots 정도로 크지 않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Mewis Duct 설치에 따라 Design condition 기준으로 
모형시험의 경우 약 0.24 knots 선속 증가, 시운전의 경우 
약 0.34 knots의 선속 증가를 보였으며, Ballast condition 
기준으로 모형시험의 경우 약 0.30 knots 선속 증가, 
시운전의 경우 약 0.40 knots의 선속 증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추진 효율은 Design condition 기준으로 
모형시험에서는 5%, 시운전 에서는 약 7.5% 향상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Table 3 Sea Condition 

Ship True Wind Wave Height 
A   6.0 m/s 1.0 m 
B  7.8 m/s 1.5 m 
C 12.5 m/s 2.0 m 

D w/ MD 11.0 m/s 2.5 m 
 

Table 4 Comparison of Sea Trial Result (Ship A 기준) 



Ship DESIGN  BALLAST 
A - - 
B - 0.07 kts - 0.04 kts 
C  0.00 kts - 0.02 kts 

D w/ MD + 0.31 kts + 0.38 kts 
 
Table 5 Summary of Gain from Mewis Duct 

 DESIGN  BALLAST 
M/T S/T M/T S/T 

SPEED + 0.24 kts + 0.34 kts + 0.30 kts + 0.40 kts 
POWER - 5.0 % - 7.5 % - 8.5 % - 9.6 %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시험에 비해 실선 

시운전에서 더 큰 속도 이득이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해상상태의 영향과 더불어 모형선의 유효반류와 
실선의 유효반류의 차에 의한 오차로 판단된다. 초기 Mewis 
Duct의 Blade 최적화 실험을 모형선의 반류 상태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선에서의 반류를 정확히 추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면 더 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Capesize Bulk Carrier를 대상으로 Mewis Duct의 설치 

유무에 따른 모형시험과 속력시운전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모형시험의 경우 Design condition에서 약 0.24knots의 선속 
증가를 보였으며 시운전의 경우 약 0.34knots의 선속 
증가를 보였다. 이는 Mewis Duct에 의해 Propeller 유입류가 
정류되어 전체 추진 효율이 좋아짐에 따른 결과로 
모형시험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실선에서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모형시험 결과와 더불어 실선의 유효반류를 
추정하여 실선에 최적화된 Mewis Duct의 실선 시운전 
성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Study of Ship Squat in Confined Water Using KCS
Jongseok Yoon*, Daeyong Kim*, Hyunkyoung Shin†*(University Of Ulsan)

Abstract
 
 When a ship proceeds in confined water, like canal, the water ahead of ship is pushed by hull. This pushed water returns to 

the side and under the hull, and this returned water will make fluid velocity higher at the side and under the hull, compared to the 
case in the infinite water depth. Due to the higher velocity, the pressure under the hull will decrease, resulting in the ship drop. 
This phenomenon is called "ship squat" and ship squat will result in various marine accidents. The model test was carried out 
using a 1:115 scale model of K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ship speed and water depth on ship 
squat. The results of model test were compared with numerical calculation results using commercial CFD code, FLUENT.

Keywords: Confined water(제한수로), Ship squat(선박 침하)

1. 서 론
천수에서의 선박 조종 성능은 수심-흘수 비에 따라 좌우방향 

힘과 선수동요 힘이 변하게 되어 그 특성이 변하게 된다. 또한, 
선박이 운하나 항구와 같은 폭의 제한이 있는 수로에서 운항할 
때, 좌우 비대칭인 수로의 특성이나 한쪽으로 치우쳐 운항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선체의 좌우 유동 특성이 달라져 선체가 벽면
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선수 동요가 생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제
방효과(Bank Effect)라 칭한다.

한편, 선박이 천수에서 고속으로 운항할 경우 선저 부분에서
의 유속은 증가하게 되고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선저부분의 압
력 강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선체에는 부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선체가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선박 침하(Squat)라고 하며, 이 같은 현상은 
각종 해난사고를 초래한다. 실제로 1992년 Queen Elizabeth 2호
는 스쿼트로 인해 좌초하였으며(Barrass and Derrett, 2006), 
2000년 산적화물선인 Tecam Sea와 Federal Fuji는 같은 현상으
로 인해 조종성능이 변화하여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2008).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개발한 선형인
KCS(Kriso Container Ship)를 이용하여 선박 침하 실험을 실시하
였다. 깊이 조건은 선박 흘수의 150%(16.2m), 250%(27m)에 해
당하는 두 가지로 하고 각 흘수에서 다양한 선속으로 실험하였
다. 2. 모형선 제원 

축소 모형시험에서는 울산대학교 해양공학광폭수조(30m x 
20m x 2.5m)에서 2m급 KCS 모형선이 사용되었고 실선과 모형
선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KCS
Dimension Real Ship Model Ship
Scale Ratio 1 115

Lpp (m) 230 2
B (m) 32.2 0.28
D (m) 19 0.1652
T (m) 10.8 0.0939

Displacement (m3) 52030 0.0342
Rudder Area (m2) 115 0.00869
Propeller Dia. (m) 7.9 0.069

P/D (0.7R) 0.997 0.997
KG (m) 14.34 0.125
GMT (m) 0.6 0.00522

3. 수치해석 결과
수직방향 힘 계산 결과는 울산대학교 해양공학수조에서 수행

한 수치해석 결과 중 수심이 흘수에 150%와 250%에서 계산한 
수직방향 힘을 이용하여 선박침하정도를 계산하였다(Shin & 
Choi 2011). 이 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여러 경험식과 
비교하였고, 사용한 경험식은 식(1)~(6)과 같다(Hewlett, et al., 
2002).

Barrass 2 :  m ax 






                 (1)
δmax : Ship squat(m), Cb : Block Coeff,
Vk : Ship speed(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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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s / Ac : Chanel blockage
As : Ship underwater cross-sectional area
Ac : Cross-sectional channel area
Barrass 3 : m ax 




for 

m ax 




for 
(2)

Tuck/Huuska: m ax  




∇







      (3)
∇ : Volumetric displacement (m3)
Lpp : Length btw perpendiculars (m)
Fnh : 

  , V : Ship speed (m/s)
h : water depth (m) , g : Gravitational accel (m/s2)
Ks = 7.45S + 0.76 when S>0.03, or Ks = 1 when S≤0.03
Tuck: m ax  




∇









 sin 




∇







 

 (4)

Eryuzlu et al : m ax  






 (5)

T : Ship draft, B : Ship beam
 

  when


   or 

Kb=1when 


≥  W: Channel width

Eryuzlu et al Hausser: m ax  



 (6)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선박 침하 정도와 위 경험식을 이용
해 계산한 선박 침하 정도의 값은 수심 case1과 case2에서 Fig. 
1, Fig. 2과 같다.

Fig. 1 Comparison of squat (water depth 16.2m)

Fig. 2 Comparison of squat (water depth 27.0m)

경험식에서 얻어지는 침하 값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선수, 선미 트림
에 의한 침하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박의 자세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선수와 
선미 트림에 의한 추가적인 선박 침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경험식의 경우, 실선 운항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트림에 
의한 추가적인 선박 침하가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KCS 선형에 수치해석을 통한 선박 침하현상

을 계산하였다.
선박 운항 속도가 증가할수록 선체에 작용하는 부력감소가 더

욱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산 결과를 타 논문에서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형시험의 결과와 수치해석에서의 부력
감소를 통해 계산한 침하 정도의 결과 모두 수심이 얕아질수록, 
선속이 빠를수록 침하정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갑작스런 수심의 변화가 예측되는 지역 즉 항만이나 
연안의 선박 운행 시 선박의 침하 현상의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 
하여야하며 일정 미만의 수심에서는 부득이하게 운항할 경우 운
항 속도는 느릴수록 좋다 .

 차후 수행하여야 할 과제로는 다양한 수심변화에 따른 선박 
침하현상 연구와 구속모형 시험을 통해 선박의 침하 시 잃게 되
는 부력의 크기 측정, 해저면의 상태에 따른 선박의 침하 정도 
비교, 갑작스런 천수해 뿐 아니라 경사진 해면에서의 선박 침하
현상 등의 연구이며 천수 해에서의 선박운항에 Guideline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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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법을 적용한 선체 저항 및 자항 해석 
 

전 제 형1(CD-adapco), 김 태 훈2(성동조선해양), 권 재 웅3(CD-adapco), 정 영 준4(성동조선해양) 
 

 

요 약 
 

본 연구에서는 KCS 선형에 대한 저항 및 자항, 프로펠러 단독 성능 해석의 결과를 시험과 비교하여 CFD 접근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씨디어댑코 코리아 에서 제공하는 STAR-CCM+를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 하였으며 수행된
해석 기법의 검증을 거쳐 매크로 자동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저항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Heave와 Pitch 운동을 고려함으로써 자세변화로 인한 선체 저항 및
유동장의 변화를 알아 보았으며, 자항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Sliding Mesh를 적용하여 자항점 유추에 있어서의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Keywords: Resistance(저항), Propeller Open Water Test(POW, 프로펠러 단독 성능 시험), Self Propulsion(자항), Unstructured 

Grid(비정렬격자), STAR-CCM+ 
 

1. 서 론 
 
전산기기의 발달 및 수치시뮬레이션 기법의 진보는 

CFD계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켰다. 이는 해석과 
시험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시험 수행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활용도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선박의 속도 성능 향상은 선박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의 증가는 선박의 저항과 
추진성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이용하여 
KCS 선형에 대한 저항 및 대상 프로펠러에 대한 단독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항 해석을 수행 하였다. 

STAR-CCM+를 통해 격자 생성 및 유동 해석, 후처리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을 매크로를 이용하여 
자동화 함으로써 사용자에 따른 계산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의 증대를 가져 오고자 하였다.  

 
2. 수치해석방법 

 
2.1 지배방정식 

 
비압축성 유체의 지배방정식으로 운동량 수송 방정식에 

대하여 RANs 식을 연속방정식으로 정식화 하며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ρx∅dV + ∮ρ∅v − v ∙ da 																												= ∮Γ∇∅ ∙ da + ∫S∅dV                (1) 

 

또한 식(1)을 이산화하면 아래와 같다. 
 
 (ρx∅V) + ∑[ρ∅(v ∙ a − G)] 																								= ∑(Γ∇∅ ∙ a) + (S∅V)                (2) 
 G = (a ∙ v)	 	 	 	 	 	 	 	 	 	 	 	 	 	 	 	 	 	 	 	 	 	 	 	 	 	 	 	 	 	 	 	 	 	 	 (3) 

 

 

2.2 난류모형 
 

난류 모델은 선체에 작용하는 저항 및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반류 추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의 정확한 추정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알려진 Reynolds Stress Model (RSM) 난류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R = −T/ρ ≡ v′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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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ρRdV + ∫ ρRv − v ∙ da = 	 	
∫ D ∙ da + ∫ P + G −  ρI(ε + γ) + ∅ + S dV 	 	 	 	 (5)	
 

식 (5)를 통해 RSM의 수송 방정식은 확산항, 난류 생성항, 
부력 생성항, 난류 소산항, 팽창에 의한 소산항 그리고 
Pressure Strain 과 Source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다. 

 D = μ +  ∇R	 	 	 	 	 	 	 	 	 	 	 	 	 	 	 	 	 	 	               (6) 
 P = −ρ(R ∙ ∇v + ∇v ∙ R)																											= −ρ(R ∙ ∇v + ∇v ∙ R                 (7) 
 G = β  (g × ∇T + ∇T × g)                       (8) 
 

2.3 VOF법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유동 해석 기법으로 Volume Of 
Fluid(이하 VOF)법을 적용하였으며 유체 경계면 에서의 
움직임은 아래 수송방정식 (Transport equation)이 사용 
되었다. 

  ∫ αdΩ + ∫ αv ∙ ndS = 0                        (9) 

 
여기서 체적비율 α 는 액체영역에서 1, 기체 영역에서 0, 

그리고 두 유체의 경계면에서 0< α <1 의 값을 
가지며 Volume fraction 을 이산화 하기 위해 HRIC 법을 
사용하였다. 

 
2.4 Dynamic Fluid Body Interaction 

 
선체의 자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선측에서 측정되는 

힘과 모멘트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수식은 아래와 같다. 
 m  = f                                      (10) 

 

M  + ω⃑ × Mω⃑ = n                             (11) 
 M = M M MM M MM M M                           (12) 
 f = f(f + f + f + ∑ f )	                      (13) 
 n = f(n + n + ∑ f                           (14) 
 

위 수식에서 M 은 관성모멘트,	⃑  는 물체의 각속도, n 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의미한다. 

 
3. 수치해석 조건 및 격자 생성 

 
3.1 저항 해석 

 
본 해석은 비정렬 격자계를 사용하여 Trimmed hexahedral 

격자로 공간을 구성하고 벽함수 적용을 위해 Prism layer 
mesh 를 사용하였다. 계산영역은 선체의 길이를 L로 하였을 
때, 선수 방향으로 1.0L, 선미 방향으로 2.0L, 폭 방향으로 
1.5L을 적용하였다. 수치 해석 오류로 인한 Reverse flow 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 방향과 선미 방향에 Damping 
force zone 을 설정하였다. 

해석이 수행된 KCS 선형의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Heave 와 Pitch 에 대한 두 개의 자유도를 고려하였으며, 
외부 유동장에 의해 발생하는 선체의 자세변화에 따라 
측정되는 저항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KCS 

Item Full Scale Model Scale 
Lpp 230.0m 7.2786m 
Bwl 32.2m 1.019m 
Draft 10.8m 0.34177m 

Speed 24.0knot 2.196m/s 
LCB(fwd+) -1.48% ⁃ 

 



본 해석에 사용된 격자계는 선형의 형상정보 및 시험 
운행조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도록 SHEET 화 된 매크로를 
이용하여 자동 생성 되었으며 Fig. 1과 같다. 

 
Fig. 1 Grid system of KCS 

 
자유수면이 생성되는 영역 및 압력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 반류가 생성되는 선미 부근 등에 대하여 격자의 
조밀도를 국부적으로 조절하였으며 선체에서 측정되는 평균 
Y+는 50으로 하였다. 

자세 변화에 대한 고려를 하기 이전에 앞서 선체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해석의 경우 저항 및 선측 파형, 반류 분포 등의 
실험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비정렬 격자를 이용한 해석이 
정도 높은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1]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2는 Froude number 0.26 
에서 수행된 해석의 Trim 과 Sinkage 값을 보여주며, Fig. 
3은 선체에서 측정된 반폭의 저항값을 보여준다. 

 
Fig. 2 Convergence of heave and pitch motion for Fn=0.26 
(a positive (+) sinkage value is defined upwards and a 
positive (+) trim value is defined bow down) 

 Fig. 3 Convergence of resistance for Fn=0.26 

Table 2 Comparison of resistance coefficients, KCS 
Fn Exp CFD 

0.2274 3.467 x 10-3 3.524 x 10-3 
0.26 3.711 x 10-3 3.763 x 10-3 

0.2816 4.501 x 10-3 4.562 x 10-3 
 
Table 3 Comparison of trim and sinkage, KCS 

Fn Exp CFD 
Trim[deg] Sinkage[m] Trim[deg] Sinkage[m] 

0.2274 0.127 -0.00944 0.130 -0.01033 
0.26 0.169 -0.01394 0.171 -0.01436 

0.2816 0.159 -0.01702 0.148 -0.01779 
 
해석은 세 개의 Froude Number에 대해서 수행 되었으며 

수렴을 보이는 일정 구간에서 추출된 평균값을 시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Table 2 와 3 을 통해 각 해석 결과가 실험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세변화를 고려함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비교 해석을 수행을 하였으며 Fig. 4 를 
통해 그 영향이 속도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Prediction of resistance of KCS in fixed position and 
free trim and sinkag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for 
the free condition. 

 
3.2 프로펠러 단독 성능 시험(POW) 

 
프로펠러 단독 시험의 계산 영역은 프로펠러 지름(D)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4D, 뒤쪽으로 2D 의 길이를 
적용하였으며 실린더 직경은 8D 를 적용하였다. 내부 회전 
영역은 1.12D로 적용 하였다.  



경계조건으로 프로펠러 면이 유체를 밀어내는 방향에 
대해 뒤쪽 면은 Velocity Inlet 으로 실험과 동일하게 설정 
하였으며, 앞쪽 면은 Pressure Outlet 으로 설정하여 
안정화된 유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전영역과 
맞닿은 면은 Interface 처리하였다. 프로펠러 표면과 주위의 
격자는 Fig. 5와 같다. 

 
Table 4 Principal particulars of propellers 

Item Propeller 
Diameter 250.0mm 

Number of Blades 5 
Section NACA66 

rps 14 
 
회전 영역에는 50 만개의 격자를 적용하였으며, 외부 

영역에 대해서는 86만개의 격자를 적용하였다.  
회전 영역에 대하여 MRF 기법으로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MRF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Sliding 
mesh 를 적용한 결과보다 해석의 수렴성이 좋아 계산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5 Volume mesh of propeller region 
 
Table 5 Comparison of POW test, KCS 

J KT 10KQ 
Exp CFD Exp CFD 

0.1 0.4763 0.4591 0.6720 0.6576 
0.3 0.3814 0.3811 0.5527 0.5625 
0.5 0.2763 0.2835 0.4258 0.4452 
0.7 0.1770 0.1783 0.2992 0.3171 
0.9 0.0757 0.0671 0.1682 0.1680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는 14rps 로 고정 하였으며, 유입 
속도를 변경하여 전진비 기준 0.1~0.9 까지 0.2 간격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양끝 전진비에서의 추력이 
시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토크 역시 시험과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3 자항 해석 

 
앞서 저항 해석과 프로펠러 성능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격자를 기준으로 매크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성된 격자계를 사용하여 자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생성된 
격자는 Fig. 6 과 같다. 

자항의 경우 해석의 정확성을 위해 Sliding Mesh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해석의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해 Fig. 7 과 
같은 과정으로 단계를 구분하였다. 

 

 
Fig. 6 Grid systems of KCS with propeller 

 

 
Fig. 7 Process of self-propulsion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마지막 단계가 수행된 후 
일정 수렴 구간내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기록 하였다. 먼저 
시험에서 얻어진 자항점 9.5rps 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CFD 에서 자항점을 유추하여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Table 6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test, 9.5rps 
Item Exp CFD 
VM 2.196m/s 2.196m/s 
CT 3.966 x 10-3 4.008 x 10-3 
KT 0.170 0.168 
KQ 0.0288 0.0296 

 
(a)Experimental measurement 

 
(b)Calculation measurement 

Fig. 8 Axial velocity contours downstream of propeller plane 
 

 
Fig. 9 Prediction of self-propulsion point 

 
Fig. 8 을 통해 프로펠러 후류에서의 해석 데이터가 

실험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를 통해 유추된 자항점은 9.612rps 로 시험에서 

얻어진 자항점 보다 1.18%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D 에서 예측된 자항점 적용 시 얻어진 결과 값을 Table 
7에 기록하였다. 

 
Table 7 Calculation result of self-propulsion, 9.612rps 

Item CFD 
VM 2.196m/s 
CT 4.027 x 10-3 
KT 0.172 
KQ 0.0302 

 
4. 결 론 

 
본 연구는 KCS 선형에 대한 저항, 자항 및 POW 해석을 

수행하였다. 저항해석과 POW 해석을 먼저 수행함으로써 
선체와 프로펠러 해석에 알맞은 격자의 분배와 해석기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각 부분을 매크로자동화를 통해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 의한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저항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Heave 와 Pitch 운동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시험조건에 더욱 유사한 모델링을 
하고자 하였으며,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현 해석 기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앞서의 해석을 토대로 자항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Sliding Mesh 를 사용하되 시간적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단계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험과 
동일 자항점 적용 시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정도 높은 저항 
및 추력, 토크를 얻을 수 있었다. 해석을 통해 얻어진 
자항점과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CFD 해석을 통한 
설계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단, 본 연구는 KCS 선형에 대한 해석 결과만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선종에 대한 CFD 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 자항해석은 Fixed Condition 상태에서의 시험과의 
비교되었으므로 실제 시험과의 비교를 위해 선체의 
자세고려에 대한 유무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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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study, a Cartesian-grid method based on finite volume approach is applied to simulate the ship motions in 
large amplitude waves. Fractional step method is applied for pressure-velocity coupling and TVD limiter is used to 
interpolate the cell face value for the discretization of convective term. Water, air, and solid phases are identified by 
using the concept of volume-fraction function for each phase. In order to capture the interface between air and water, 
the 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 (THINC) scheme is used with weigh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WLIC) 
method which considers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The volume fraction of solid body embedded in the Cartesian 
grid system is calculated using a level-set based algorithm, and the body boundary condition is imposed by a volume 
weighted formula. Numerical simulations for the two-dimensional barge type model and Wigley hull in linear waves have 
been carried out to validate the newly developed code.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for highly nonlinear wave-body 
interactions such as green water on the deck, numerical analysis on the large-amplitude motion of S175 containership 
is conducted and all computational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Keywords : FVM(유한체적법), Catesian-grid(직교격자), Large-amplitude ship motion(대변위 선박 운동)

1. 서 론
선박의 운동 문제는 조선해양 유체역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연

구 주제 중 하나이다. 통상 이상 유동(ideal flow)에 근거한 포텐
셜 기반 수치기법들을 활용하여 선박의 운동 문제를 해석해 왔으
며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공학적인 관점에서 의
미 있는 해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Kim & Kim, 2011). 최근 선
박의 대형화와 고속화로 인하여 기존의 기법으로 해석하는 데 한
계를 갖는 선수 침수 현상 등을 고려한 대변위 운동에 대한 해석
이 요구되고, 갑판 침수에 의한 충격하중과 같은 국부유동 해석
도 선박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산유체역학(CFD) 기법의 운동성능에 대한 정확도 및 활용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 실선 설계 적용 시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CFD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의 운동과 관련해서
도 최근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Dommermuth et al. 
(2007)은 가상경계법(IBM, immersed boundary method)과 직교
격자(Cartesian grid)를 사용하여 선박의 저항 및 운동을 풀기 위
한 시도를 하였고, Yang & Stern (2009) 역시 가상경계법과 유

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및 LES(large eddy simulation)
를 이용한 난류모델을 통해 선박의 저항 문제와 입수하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였다. Hu & Kashiwagi (2007)는 CIP(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 기법을 적용하여 선박의 대변위 운동문제를 
풀었으며 가장 많은 운동해석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교격자에 기반을 둔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선박의 대변위 운동을 해석하였다. 유한체적법에 근간하
여 공간에 대한 이산화를 하였고, 압력과 속도의 연성을 위하여 
다단계 방법(fractional step method)을 사용하였다. 자유표면과 
물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주어진 셀에서 특정 물질이 차지하는 부
피 비를 나타내는 밀도함수를 도입하였다. 물에 대한 밀도함수는 
volume-of-fluid(VOF) 계열의 기법 중 하나인 THINC(tangent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선박
과 같은 복잡한 형상에 대해 각 셀에서의 부피 비를 계산하기 위
하여 레벨셋(level-set) 기반 수치기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2차원 바지 선형의 횡동요와 Wigley III 선형의 상하동요 및 종동
요의 선형운동응답을 계산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S175 컨테이
너 선박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에 대한 비선형 파랑 중 운동 해석
을 수행하였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선박 운동 성능 해석에 대한 적용 가능
성과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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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기법
2.1 유체영역

비정상, 점성,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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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는 전체 영역을 의미하고 Γ 는 영역의 경계를 나타낸
다. 수치해석을 위하여 전체 영역을 직육면체의 셀로 나누면, 각
각의 셀에 대해서도 위 두 식이 성립해야 한다.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수치해석에서 압력항에 대한 시간 적분식이 없기 때문에 단
순히 구한 속도장이 연속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속도와 압력에 대한 연성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비
정상 유동계산에 효율적인 다단계 방법(fractional step method)
을 사용하였다(Kim & Mo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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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속도성분에 대한 검사체적의 부피를 의미하고    

은 해당 검사체적 벽면의 넓이를 의미한다. 대류항과 점성항은 1
차의 명시적 오일러(explicit Euler) 기법을 적용하였고, 속도와 
압력의 위 첨자는 시간 단계를, 별표는 중간 단계의 속도를 나타
낸다. 압력 포아송방정식 (4)에 대한 풀이는 안정된 수렴성을 보
여주는 Bi-CGSTAB 기법을 이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시간에 대한 차분 기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해를 구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산화가 필요하다. 대류항에 대
한 공간 이산화는 벽면에서의 플럭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6)식
과 같은 제한자(limiter)를 이용하여 셀 벽면에서 속도를 계산하였
다(Waterson & Deconinck, 2007).

   

  


 


                          (6)

아래 첨자 e, w 은 벽면의 값을 의미하고, C는 속도의 방향에 따
라 정해지는 값으로 Fig. 1에 벽면에서 속도의 방향에 따른 표기
법을 나타내었다. 수치적으로 발생하는 진동현상을 제거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monotonized central 제한자를 사용하였다.

 max min                    (7)

여기서     이다. 3차원 효과를 고려하
기 위하여 directional splitting 방법을 사용하였고, 압력항과 점
성항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심차분법(central difference 
scheme)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Fig. 1 Index notation for convection term

자유표면과 물체를 직교격자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영역을 물과 공기 및 물체를 포함하는 다상 유동 (multiphase 
flow)으로 생각하고 각 셀에서 밀도 함수 값( , m=1: 물, m=2: 
공기, m=3: 물체)을 정의한다. 이는 각 셀에서 특정 유체 혹은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비를 뜻하며, 물에 대한 밀도 함수 
값은 (8)식에 따라 변화하도록 하여 자유표면의 위치를 찾게 된
다.






·∇                                     (8)

이 식은 VOF 계열의 기법 중 하나인 THINC(Xiao et al., 
2005) 방법과 다차원 효과를 고려하는 WLIC(Yokoi, 2007) 방법
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셀 내부의 물에 대한 밀도함수를 
tangent hyperbolic 함수로 가정하여 벽면에서의 플럭스를 계산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물체에 
대한 밀도함수를 계산하고 나면 각 셀에서의 공기에 대한 밀도 
함수 값은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9)

이상을 통해 구해진 밀도함수 값을 이용하여 각 셀에서의 물
리적인 밀도와 점성계수를 구하게 된다.



2.2 물체에 대한 처리
물체의 경우 운동방정식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밀도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풀지 않고 기하학 
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부피 비를 계산한다. 각 셀에서 물체에 대
한 밀도 함수 값을 알고 있는 경우 다음 식을 이용하여 물체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Hu & Kashiwagi, 2007).


  


    


                            (10)


 는 속도가 정의된 검사체적 중심에서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고, 엇갈림격자(staggered grid)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마
다 검사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밀도 함수 
값을 계산해야한다. 위 식을 통해 수정된 속도값이 압력포아송 
방정식의 우변 항에 사용된다.

물체의 밀도 함수 계산은 매 시간간격 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레벨셋(level set) 기반 방법을 적용하였는
데, 레벨셋 함수, ψ 는 경계면에서 0의 값을 갖고 내부에서는 음
수, 외부에서는 양수 값을 갖는 함수이다. 거리 함수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 대표적인 예로, 만약 물체 표면에서 각 셀에 이르는 
거리와 내부인지 외부인지 판단을 해주게 되면 (11)식을 이용하
여 밀도 함수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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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체 표면으로부터 임의의 점에 이르는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
여 물체 표면을 삼각형의 표면 격자로 표현하고, 이 정보를 STL 
포맷의 파일로 입력 받는다. 입력 받은 삼각형으로부터 3차원 공
간상의 한 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임의의 삼각형을 두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으로 치환하고 변환된 공간
(s-t) 에서 거리함수 Q(s,t)를 정의하면, 최단 거리는 공간상의 
미분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Eberly, 2008).

                  
  (12)

∇                   
(13)

최소값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경우는 위 식으로부터 얻어지는 
s,t 값이 최소거리가 되는 점이 되지만, 다른 영역에 존재하게 되
면 구해진 s,t 값이 아닌 미분값의 등고선과 삼각형이 만나는 점
이 최소거리가 되는 점이다. 최소거리가 되는 점과 주어진 점을 

잇는 백터와 삼각형의 법선 백터의 내적을 통해 내․외부를 판단
할 수 있다.

Fig. 2 Triangular surface mesh (upper) and calculated 
density function (lower) of S175 containership

Index Nx * Ny * Nz △xmin/L  △ymin/L  △zmin/L
Grid1 153×113×107 0.040 0.0060 0.0040
Grid2 202×117×118 0.030 0.0055 0.0030
Grid3 264×121×122 0.020 0.0050 0.0020
Grid4 264×121×131 0.020 0.0050 0.0015
Grid5 284×121×131 0.018 0.0050 0.0015

Table 1 Computation conditions for grid convergence test

Gri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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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id convergence test for linear restoring coefficients 
(C33 and C55) and displacement

Fig. 2는 앞서 설명한 방법을 S175 컨테이너선형에 적용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삼각형 표면 격자를 통해 계산된 물체의 밀
도 함수 값이 주어진 형상을 거의 정확하게 모사함을 알 수 있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Table 1에 나온 조건으로 격자를 조밀하게 
하며 선형 복원력 계수와 배수량을 계산하였고, 실험에서 주어진 
값과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Grid3 이후로는 계산된 값
과 주어진 값의 차이가 1% 이내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치해석결과
3.1 2차원 바지선형

3차원 선박에 대한 운동 계산에 앞서 2차원 바지 선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모델에 대한 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며, 상부 구조물 형상 및 파고에 따른 비선형 횡운동
을 계측하여 갑판침수가 부유체의 운동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개발된 프로그램의 검증자료로 활용하였다.

Fig. 4는 실험에 사용된 모델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갑판 침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낮은 건현을 갖는 모델이 사
용되었다. 이 모델의 횡운동 공진 주기는 1.5 sec 
(    ) 이고, 파고는 선형운동응답과 갑판침수
가 발생하는 A/L = 1/60, 1/30, 1/15로, 총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다. 

A/L = 1/30이고 공진 주파수와 같은 파주파수로 입사파를 만
든 경우 시간에 따른 물체의 움직임과 물체 주변의 자유표면 변
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왼쪽 열은 실험 결과를 오른쪽 열은 
계산 결과를 나타내며, 계산결과와 실험 모두에서 갑판침수가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물체의 운동 또한 서로 유사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부적인 유동의 형상이나 실험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많은 기포 등은 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다. 

Fig. 4 Schematic view of barge model

운동 크기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입사파고와 파주기를 
바꿔가며 운동응답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
다. 갑판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최대 운동응답의 위치가 저주파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고 응답의 크기 또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최대 운동응답 부근의 크기가 실험보다 작게 나왔
다. 이는 강한 비선형 운동으로 인해 수치적인 감쇠가 다른 영역
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대 운동응답에

서 보이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실험결과와 계산결과가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Fig. 5 Snapshots for two-dimensional barge model 
(A/L=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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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oll motion transfer function for barge model with 
different wave amplitudes

3.2 Wigley III 선형
선박에 대한 비선형 운동 계산에 앞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

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Wigley III 선형에 대해 선형(linear) 운동응
답을 계산하여 Journee (1992)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7 과 8은 각각 전진속도가 Fn = 0.2, 0.3 (Fn: Froude number)
인 경우에 상하동요와 종동요의 운동응답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입사파고의 크기는 실험과 동일한 A/L = 0.0063 이다. 전진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운동의 위치가 장파 쪽으로 이동하는 경
향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상하동요의 경우 장파로 
감에 따라 운동의 크기가 1로 수렴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러한 경향은 실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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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tion transfer function of Wigley III hull, Fn = 0.2, 

A/L=0.0063

수치계산에서 구해진 최대 운동응답의 크기가 실험결과와 약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격자와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주어진 선형파 조건(A/L = 0.0063)을 계
산하기 위한 격자 생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낮은 파고
에 비해 파장이 길기 때문에 셀이 갖는 종횡비(aspect ratio)가 
매우 커지는 영역이 발생하고 이는 수치적인 불안정의 원인이 된
다. 이는 CFD를 이용한 선박의 운동 계산에서 중요한 단점으로 
여겨지는 문제로 추후 적응격자(adaptive mesh) 등과 같은 방법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 (10)의 경
우 물체의 경계조건을 정확한 물체의 표면이 아닌 물체의 표면을 
포함하는 셀에서 만족하도록 하기 때문에 유체가 물체 표면에 머
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운동응답 
크기에서 실험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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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tion transfer function of Wigley III hull, Fn = 0.3, 

A/L=0.0063

Fig. 9 Wave contours for two different wave lengths, 
Fn=0.3, λ/L = 1.0 (upper), λ/L = 2.0 (lower)



파장이 선박의 길이와 같은 경우와 두 배인 경우에 대한 파고
의 등선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선박의 길이와 파장의 길이가 
같은 경우 전진하는 선박에 의해 교란된 파의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파 길이가 두 배인 경우에는 교란되
는 파 성분이 앞선 경우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1 S175 컨테이너선
Fig. 10 에서는 S175 컨테이너선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운

동응답을 파고에 따라 O'Dea et al. (1992)의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상하동요의 경우 약간 작은 운동응답을 보이는데 반해 
종동요의 경우는 실험과 비슷한 운동응답 크기를 보여줬다. 하지
만, 두 경우 모두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파고가 커질수록 운
동응답이 작아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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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s of the motion transfer function for 
S175 containership (Fn = 0.2, λ/L=1.0)

시간에 따른 선박의 운동과 자유표면의 형상을 Fig. 11에 나
타내었다. 파고가 kA=0.16인 경우로 갑판 침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2차원 바지 선형의 경우와 
달리 갑판침수가 발생해도 운동응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갑판에 올라온 유체가 가진 관성력이 선박의 관성에 비해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갑판침수 현상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운동응답보다 국부적인 충격하중의 해석이 더
욱 중요할 것이다.

Fig. 11 Snapshots of iso-surfaces (   
    ) for S175 containership (Fn = 0.2, λ/L=1.0, 

kA=0.1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교격자 기반의 수치기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대변위 운동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지 선형, 
Wigley III 선형, S175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형 및 비선형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직교격자 내부에서 선박과 같은 복잡한 형상을 갖는 물체를 
다루기 위하여 레벨셋 기반의 수치기법을 적용하였고, 물체의 움
직임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2차원 바지 선형의 경우 갑판 침수로 인하여 횡동요의 최대 
응답이 나타나는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 보다 작은 영역으로 이동
하였고,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횡동요 운동의 응답 크기가 감소
하였다.

• Wigley III 선형에 대한 선형운동응답 계산은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주었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선박의 운동 특성을 추정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 S175 컨테이너선의 경우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갑판 침수 
현상이 나타났고 운동응답의 크기도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지만 
바지선형에 비해 갑판침수의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추후 다양한 부유체 운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기 위해서는 파고에 비해 파장이 큰 
경우의 격자생성과 이에 적합한 수치기법의 개발, 엄밀한 물체 
경계조건 만족을 통한 점성유동의 해석 및 설계 단계에 적용하기 
위한 계산 효율성 향상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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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좌표계 및 직교 좌표계에서의 선형 유탄성 복원력 표현에 
관한 연구 

 
김정현(서울대학교), 김경환(서울대학교), 김용환(서울대학교) 

 
 

요 약 
 

This study considers the linear restoring force in hydroelastic analysis on ships or offshore structures. It is complicated to 
express a complete form of linear restoring force for elastic modes such as bending and torsion, whereas it is clear for rigid 
modes. The linear restoring force is composed of structural restoring, fluid restoring, and gravity restoring. In detail, fluid 
restoring consists of pressure, normal vector, and mode variations in a generalized coordinate. However, the mode variation 
changes to a moment arm variation in a Cartesian coordinate. Each component of the complete form is derived from the
definition of linear restoring force. Each portion of them i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for a very flexible 
experimental model and a 6500 TEU containership.  
 
Keywords: Springing(스프링잉), Linear restoring force(선형 복원력), Hydroelasticity(유탄성), Cartesian coordinate(직교 좌표계), Generalized 
coordinate(일반화 좌표계)  
 

1. 서 론 
 
최근 들어 대형 선박 및 초대형 부유 구조물(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VLF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탄성 응답에 관한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여러 종류의 수치 해석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유탄성 수치 해석 기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힘은 크게 
구조물의 질량 분포의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 변형률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힘, 중력, 구조물의 운동에 의한 
유체장의 운동 변화에 따른 유체 동역학적 힘, 정수 
중에서의 유체 정역학적 힘, 파랑에 의한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힘 중에서 변위에 비례하여 작용하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힘의 
표현을 달리하면 구조 복원력, 중력 복원력, 유체 
복원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 명확한 선형 복원력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었고, 각 
구성 성분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Newman, 1994, 
Huang & Riggs, 2000, Senjanovic, et al., 2008, Malenica,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복원력의 정의와 물리적인 이해로부터 
각각의 선형 복원력 성분을 일반화 좌표계 및 직교 
좌표계에서 전개한다. 그리고, 구조 강성이 매우 낮은 실험 

모델과 6500 TEU 컨테이너 선에 대해서 복원력 성분을 
각각 계산하여 그 특성을 비교한다. 

 
2. 선형 복원력 모델 

 
2.1 선형 복원력 정의 

 
자유도가 1인 시스템에서 변위를 미소로 가정할 경우 

복원력은 다음과 같이 선형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Fig. 
1과 같이 선형 관계가 성립하는 미소 변위 u로부터 복원력 
계수 C 를 사용하여 선형 복원력 F 를 표현할 수 있다.  

 
F Cu=   (1) 

FC
u
¶

=
¶

  (2) 
 

2.2 구조 복원력 
 
구조 복원력은 구조물의 변형률이 야기시키는 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 복원력 계수의 행렬을 
강성행렬(stiffness matrix)이라고 한다. Fig. 2와 같이 1개의 
스프링으로 구성된 2절점 2자유도의 시스템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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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force and displacement 

 
Node 2kNode 1

 
Fig. 2 System of two degrees of freedom (DOF) 

 
직교 좌표계에서의 강성행렬 C 를 이용하여 힘과 변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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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k k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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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4) 
 

이 시스템은 다음의 식 (5)와 같이 강체 운동 모드(rigid 
mode)와 탄성 변형 모드(elastic mode)로 표현할 수 있다. 
프라임 부호(‘)는 일반화 좌표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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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6) 
 

식 (5)를 식 (4)에 대입한 후 양변에 모드 행렬(modal matrix) 
H 의 전치 행렬을 곱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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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은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복원력과 변위의 관계를 

타낸다. '
1F 와 '

2F 는 각각 강체 운동 모드와 탄성 변형 
모드의 복원력이다. 위 식으로부터 강체 운동 모드의 
복원력은 0 이며, 탄성 변형 모드의 복원력 계수는 4k임을 
알 수 있다. 

 
2.3 중력 복원력 

 
중력은 구조물의 변위와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구조물에 회전변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력의 작용 방향이 변하게 되어 복원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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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stem of six DOFs 

 
Fig. 3에서와 같이 1개의 보 요소와 각 절점에서 3개의 

자유도를 갖는 6자유도 시스템을 생각하자. 각 절점에서의 
3개의 자유도는 x 방향 병진 운동, y 방향 병진 운동, 
x y- 평면 내 회전운동이다. 중력은  y- 방향으로 g 의 
크기로 작용한다. 보의 전체 질량은 2m 이며 집중 
질량(lumped mass)으로 모델링 하면 두 절점에 각각 m의 
집중 질량이 중립축으로부터 d 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교 좌표계에서의 변위 벡터와 힘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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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가 없을 경우에 y- 방향으로 두 절점에 mg  만큼이 
중력이 작용하지만 이는 정적인 힘으로 복원력과 상관이 
없다. 병진 변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력의 방향 및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나, 회전 변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력 작용 방향의 변화에 의해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는 Fig. 4에서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절점 1의 회전변위 

3u 가 발생하면 절점 1에 다음과 같은 복원력이 작용한다. 
 

d

u3

Node 1

m

 
Fig. 4 Gravity variation in Cartesian coordinate 

 
3 3F dmgu= -   (10) 
 
식 (10)로부터 무게 중심이 중립축보다 위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음의 복원력이,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양의 
복원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점 2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중력 복원력 계수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f i and j = 3 or 6

0          otherwise
ij

dmg
C

-ìï= í
ïî

 (11)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중력 복원력 계수행렬은 위에서 

구한 직교 좌표계에서의 중력 복원력 계수행렬과 
모드행렬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모드행렬은 모드 벡터 
ih
r 를 이용하여 식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3)~(14)의 연산을 통해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복원력 
계수행렬이 식 (15)과 같이 얻어진다. 

 
é ùë û1 2 3 4 5 6H = h h h h h h
r r r r r r   (12) 

T T 'H F = H CHx
r r   (13) 

' TC = H CH   (14) 
( )'

,3 ,3 ,6 ,6ij i j i jC dmg h h h h= - +  (15) 
 

2.4 유체 복원력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절점 9자유도 시스템을 

생각하자. 변위 벡터와 힘 벡터의 성분 순서는 식 (8)~(9)와 
같이 정의하며 3절점이므로 총 9개의 성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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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uid restoring pressure in Cartesian coordinate 
 

Fig. 5에서 변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선의 상태로부터 
실선과 같은 상태의 변위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0p 가 
작용하는 부분의 면적 S 에 대해 생각하자. 이 부분의 
변위에 의해 각 절점에 발생하는 선형 복원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절점 1에 걸리는 복원력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1 1 1 0

2 2 2 0

3 1 0

F p n n p
F p n n p S
F p n y

d d
d d

d

+ì üì ü
ï ï ï ï= +í ý í ý
ï ï ï ï
î þ î þ

 (16) 

 
여기에서 1n 과 2n 는 표면 법선 벡터의 x 방향과 y 방향 
성분이다. 

절점과 같은 x좌표에서의 압력에 의한 복원력은 y 방향 
변위에 비례하는 압력의 변화량(pressure variation)과 회전 
변위에 비례하는 법선 벡터의 변화량(normal vector 
variation)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식 (16)의 
절점 1의 힘 벡터로부터 계산되는 절점 2에서의 힘 벡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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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 역시, 압력의 변화량과 법선 벡터의 변화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Fig. 5로부터 직접 절점 2에서의 
복원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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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식 (18)에서는 식 (17)과 달리 또 다른 하나의 항이 

모멘트에 추가되는데 이는 모멘트 팔의 변화량 (moment 



arm variation)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점 
3에서의 힘을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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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식 (18)와 식 (20)이 본래에 고려되어야 할 복원력이므로 

식 (17)의 형태로는 부족하다. 모멘트 팔의 변화량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각 절점에 y 방향의 가상의 
힘 1 2 3, ,T T T 를 작용시키면 수정된 힘 벡터는 식 (21)와 같이 
표현된다. 즉, 표면의 압력을 절점의 힘으로 변환할 경우에 
식 (17)의 힘과 가상의 힘이 전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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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Fig.5의 좌측 부분의 압력과 절점 2를 지나는 y 축에 대해 
대칭인 우측 부분의 압력을 동시에 생각하면, 이에 의해 
발생하는 각 절점에서의 모멘트는 모멘트 팔의 변화량에 
의한 모멘트와 같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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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식 (22)으로부터 가상의 힘을 계산할 수 있으며, 변위 앞의 
계수들을 이용하여 행렬과 변위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전개된 복원력은 입수 표면의 일부분에 대한 
식으로 전체 유체 복원력은 전체 입수 표면에 대한 적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위 식은 기하학적 강성(geometric 
stiffness)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쌍의 
힘을 적용하여 가상의 힘을 구해야 하며, 한 쌍의 힘은 
정수압에 의한 장력에 해당한다. 식 (22)로부터 구한 
절점에서의 복원력은 식 (13)~(14)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모드행렬을 이용하여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복원력으로 
전개할 수 있다.  

 

p0+dp

p0n1q
Node 2

p0n1
dh=Lq

y

qLLx

 
Fig. 6 Fluid restoring for rigid motion 

 
위에서 전개한 각 성분들이 어떤 형태이며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강체 운동 모드와 탄성 변형 모드를 
각각 가정해 본다. 먼저 Fig. 6에서처럼 강체 회전 운동을 한 
경우를 생각하자. 절점 2에서의 복원력 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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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은 2 0n = 인 경우의 계산이나, 그 외의 경우에도 

위 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복원력 모멘트는 
순서대로 압력 변화량, 법선 벡터 변화량, 모멘트 팔 
변화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체 운동의 경우 법선 벡터 
변화량과 모멘트 팔 변화량이 서로 상쇄되어 압력 변화량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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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uid restoring for flexural motion 

 
이번에는 Fig. 7에서처럼 탄성 변형 모드를 생각하자. 이 

모드는 2절점 굽힘 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절점 2에서 
복원력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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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d q<   (25)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식 (25)이다. 모멘트 팔 

변화량이 강체 회전의 경우의 변화량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탄성 변형 모드의 경우에는 강체 
운동과는 달리 세가지 성분이 모두 남게 된다.  

 
2.5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복원력 표현 

 
지금까지의 유탄성 해석은 대부분 일반화 좌표계에서 

모드중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선형 복원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도 수행되었다.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선형 복원력 표현 중에 Senjanovic, et al. 
(2008)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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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Z 는 수면에 대한 수직 방향 좌표이며, Sr 는 
구조물의 질량 밀도 함수이다. 

식 (26)의 성분은 첫번째 항부터 네번째 항까지 순서대로 
압력 변화량, 고유 벡터 변화량(mode variation), 법선 벡터 
변화량, 중력 변화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교 좌표계로부터 
복원력을 전개하였으나 일반화 좌표계로부터 전개된 복원력 
항들과 서로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유 벡터 
변화량은 모멘트 팔 변화량에 대응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좌표계를 사용함에 따라 표현 형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계산 결과 

 
3.1 Remy 실험 모델 

 
Remy, et al. (2006)은 매우 유연한 분할 바지선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모델은 매우 유연하여 유체 
복원력이 정확히 고려돼야 올바른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8 2-node vertical bending mode of Remy’s barge 
 

 
Fig. 9 Wetted mean body surface of Remy’s barge 
 
Table 1 Princlple dimensions of Remy’s barge 

Young’s modulus of rod 210GPa 
Side length of rod 0.01m 

Cross section type of rod Square 
The number of pontoons 12 

Pontoon width 0.6m 
Pontoon depth 0.25m 
Pontoon draft 0.12m 
Pontoon length 0.19m 

Total length 2.445m 
Total mass 171.77kg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NASTRAN을 이용하여 

얻은 2절점 수직 굽힘 모드의 고유 벡터를 이용하여 2절점 
수직 굽힘 모드의 복원력 계수를 계산하였다. 이 고유 
벡터는 모드 질량이 1이 되도록 크기가 설정되어 있다. 
Table 2에 복원력 계수의 각 성분을 나타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은 유체 복원력이었고, 그 중에서도 
압력 변화량에 의한 성분이었다.  
 
Table 2 Principle dimensions of containership 

 Press. Nor. Mode/ 
Mom. Grav. Struc. Total 

Value 50.7 20.6 -18.8 8.7 24.5 85.7 
Portion 59.1 24.0 -21.9 10.2 28.6 100 

 
3.2 6,500 TEU 컨테이너선 

 
다음으로 6,500 TEU 컨테이너선의 선형 복원력 계수들을 

계산하였다. Remy 실험 모델과 마찬가지로 3차원 유한 
요소모델을 이용하여 2절점 수직 굽힘 모드의 고유 벡터를 
계산하여 이를 모드 복원력 계수의 계산에 사용하였다.  



 
Fig. 10 2-node vertical bending mode of containership 
 

 
Fig. 11 Wetted mean body surface of containership 
 
Table 3 Principle dimensions of containership 

LBP 286.3m 
Breadth 40.3m 
Height 24.1m 
Draft 13.0m 

Dotal Weight 95276ton 
 

Table 4에 복원력 계수의 각 성분들을 나타내었으며, 
Remy 모델과는 다르게 구조 복원력 성분이 지배적이었다. 
단면의 무게 중심이 중립 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함에 의해 
중력에 의한 복원력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중력 및 유체 
복원력은 실제 입수 상태에서의 고유 주파수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Table 4 Linear restoring coefficients of containership 

 Press. Nor. Mode/ 
Mom. Grav. Struc. Total 

Value 0.87 0.06 -0.043 -0.013 24.0 24.9 
Portion 3.50 0.26 -0.173 -0.052 96.5 100 

 
4. 결 론 

 
유탄성 해석을 위한 선형 복원력을 직교 좌표계를 

기준으로 전개하였으며 절점에서의 선형 복원력을 얻었다. 
더 나아가, 모드행렬과 절점에서의 선형 복원력 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일반화 좌표계에서의 선형 모드 복원력 계수 
행렬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l 단면의 무게 중심이 중립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할 경우, 

중력 복원력은 음의 값을 갖는다. 
l 직교 좌표계에서 유체 복원력은 압력 변화량, 법선 벡터 

변화량, 모멘트 팔 변화량(기하학적 강성)의 세 성분을 
갖으며, 일반화 좌표계에서는 모멘트 팔 변화량이 모드 
변화량의 형태로 나타난다. 

l 직교 좌표계에서 모멘트 팔 변화량에 의한 복원력은 
가상의 힘을 절점에 적용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하학적 강성에 해당한다. 

l 강체 운동의 경우 유체 복원력의 성분 중에 법선 벡터 
변화량과 모멘트 팔 변화량(일반화 좌표계에서는 모드 
변화량)은 서로 상쇄되어 압력 변화량 성분만이 남는다. 

l 탄성 변형 모드에서는 어느 성분도 서로 상쇄되지 
않으며, 모멘트 팔 변화량은 법선 벡터 변화량에 비해 
상대적 크기가 작다. 

l Remy 실험 모델에서는 각 복원력 성분들이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6,500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구조 복원력 성분이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후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LRET 연구센터(LRETC)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인 로이드 선급 
연구기금(LRET)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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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LCC에 부착된 외부경계층 수직 날의 기하학적 변화에 
따른 저항감소 및 반류분포의 변화

류상훈(훌루테크), 전호환(부산대), 이인원(부산대)

요 약

An experimental assessment has been made of the drag reducing efficiency of the outer-layer vertical blades,

which were first devised by Hutchins (2003). The drag reduction efficiency of the blades was reported to reach as

much as 30%. The assessment of the drag reducing efficiency is mainly restricted to the downstream region of the

blades. In the present study, The total resistance and wake test for KVLCC in the towing tank has been

performed toward the assessments of the change of drag reduction and wake according to the geometric changes

of outer-layer vertical blades.

Keywords : : Flow control, Drag reduction, Turbulent boundary layer, Outer-layer vertical blades, Wake

1. 서 론
선형최적화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현대적 선박들의 조파저

항은 총 저항의 20% 미만이고, 대부분은 마찰저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저항의 감소를 통해 얻는 이득은 엄청나다. 마
찰저항은 난류경계층 영역의 hairpin vortices 같은 응집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난 수 십 년간 이러한 마찰저항을 발생시
키는 응집구조를 감쇠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왔다. 

최근 Hutchins and Choi(2002) 는 난류 경계층의 외부층에 
수직 평판 배열 형태의 부가물을 설치하여 평판의 높이가 경계층 
두께의 50% 일 경우 표면 마찰 계수가 최대 30% 까지 감소함을 
측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가물로부터 떨어진 국부적인 지점에서의 
마찰저항 저감효과만을 측정하였다. 부가물 추가로 인한 접수 면
적 증가, 부가물 설치 위치에서의 유동 교란 등의 영향은 측정된 
저항 저감 효과와는 상반된 역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우려되어, 
총 저항 관점에서의 저감 여부를 확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선행
연구(부산대학교)에서 실제 공학적 응용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평판에 외부 경계층 수직 날 배열이 부착되었을 경우 마찰 저항 
저감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예인수조 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대 

2.97 % 의 마찰저항 저감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번 실
험을 통해 모형선에 부착된 수직 날 배열의 기하학적 변화에 따
른 모형선에 걸리는 저항 및 모형선 선미부의 프로펠러 면에서의 
반류 분포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유동 조건 및 외부 경계층 수직 날 
배열의 기하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모형선은 저속 비대선의 대표적인 선형인 300K 
VLCC를 선정하였다. 이 선형은 각 수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만들어진 open data 선형으로서, 선행 연구 및 실험 데이터
가 많은 표준적인 선형이다. VLCC 특성상 선체의 길이가 길고 
Cb가 크다. 제작 scale은 100 :1이다.

수직 날 배열이 부착된 kvlcc 모형선의 도식은 Fig. 1에 주어
져 있다. LPP(from AP to FP)는 3.2m in length, 0.58m in 
breadth, 0.208m in draft.ship. 모형선의 중앙부에(10 Station), 
길이가 15cm인 수직 날 배열이 각각 모형선의 측면에 부착되고, 
길이가 40cm인 수직 날 배열이 모형선의 바닥에 부착되었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Blade Height Variation 
h(mm) 4 8 12 16 20
h / δ 0.38 0.63 1.26 1.52 2.53

h+ 390 650 1300 1600 2600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KVLCC which out-layer 
vertical blades installed

 본 연구에서의 실험조건은 선행된 평판 실험 조건과 유사하
게 선정되었는데, Table 1 에 정리하였다. 수직 날 배열이 설치
될 위치에서의 국소마찰저항계수는 Cfx= 2{0.41/1.5ln(Rex)}2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chlichting and Gersten,2000).

Table 1  The flow condition of flat plate in the present study  
          (Schlichting and Gersten,2000)

U∞ [m/s] 0.797 (=15.5[kts])

Xb [m] 1.6

Rex 9.77 x 105

Cfx 3.97 x 10-3

uτ [m/s] 0.036

δ [mm] 20.873

δ+ 568.1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크기의 유속 U∞ = 
0.797m/s(Vs=15.5kts) 에서의 벽 단위로 무차원화 하였다. 횡 
방향 간격은 벽 단위로 327, 435 및 544 이 된다. 수직 날의 높
이는 경계층 두께의 19%, 38%, 57%, 77% 및 96% 로 설정되
었는데 이를 벽 단위로 나타내면 109, 218, 327, 435 및 544에 
해당된다. Table. 5 에는 형상변수를 상세히 나타내었고, Table. 
2 에는 수직 날의 두 가지 기하학적 변수(height, packing)의 조
합에 따른 총 15개의 경우를 나타내었다. Fig. 2 에는 연구에서 
사용된 수직 날 배열을 도식하였다.

Table 2  Vertical blade geometry

Blade Chord Blade Packing Variation
C(mm) 5 Z (mm) 12 16 20
C / δ 0.24 Z+ 0.57 0.77 0.96

C+ 136 Z+ 327 435 544

   Table 3  List of Test Cases according to blade geometry
 z   h 4 8 12 16 20

12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16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0
20 case11 case12 case13 case14 case15

Baseline : Bare ship without vertical blades array

Fig. 2  Vertical blades & height variation

3. 모형선 저항실험
3.1 모형선 저항 실험 방법
우선 수직 날 배열이 설치되지 않은 나선 (Baseline)의 저항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속도는 항해 속도(design speed)인 
15.5knots 전후 9개 속도 이며, 시험 흘수는 20.8m 이다. 해석
법으로는 Froud 2차원 방법을 사용하였다. ITTC 1978방법(3차
원)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는 기존 KRISO(1998)에서 수행하
였던 결과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모형선의 Scale
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Baseline의 유효마력이 
Kriso(1998)에 비해 전 속도에서 평균 3.75%정도 증가했지만 그 
추세는 유사하게 나왔다. 본 실험을 통해 구해진 Baseline의 유
효마력 값을 외부 경계층 수직 날이 부착된 15가지 경우의 모형
선 유효마력 값과 비교하였다.

모든 경우의 모형선 해석은  Froud 2차원 방법을 실시하였고 
실선 유효마력 추정에 있어 수직 날 배열의 설치에 따른 접수면
적 증가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3.2 모형선 저항 실험 결과
Fig. 3 실험이 수행된 전체 16가지 경우의 유효마력을 나타내

고 있다. 유속 U∞ = 0.797m/s(Vs=15.5kts)와 전 후 선속인 
15kts, 16kts 에서의 유효마력에 대해서 비교하였고 최대의 마찰
저항 저감은 약 1.5∼2% 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수직 날 배열을 설치함으로써 총 저항이 증가한
다.



Fig. 3  Comparison of EHP (Baseline and 15 Cases)

 수직 날 사이의 횡 방향 간격을 고정하고 수직 날의 높이를 
변화시킨 경우의 유효마력 저감에 대한 영향과 수직 날의 높이를 
고정하고 수직 날 사이의 횡 방향을 고정 시킨 경우의 유효마력 
저감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4 , Fig. 5 , Fig. 5 에 
나타내었다. 수직 날 사이의 횡 방향 간격을 고정하고 수직 날의 
높이를 변화시킨 경우에는 유효마력이 수직 날의 높이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수직 날의 높이를 고정하
고 간격을 변화시킬 때의 유효마력의 변화에서는 어떠한 경향을 
알 수 없다.   

Fig. 4  Comparison of EHP at 15knots

Fig. 5  Comparison of EHP at 15.5knots

Fig. 6  Comparison of EHP at 16knots

4. 모형선 반류실험
4.1 모형선 반류 계측 실험 방법
 수직 날 배열의 부착으로 인한 프로펠러 면에 유입되는 유동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류계측 실험을 진행하였다. 반류는 
공칭반류(nominal wake)와 유효반류(effective wake)로 나뉘는데 
본 실험은 프로펠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칭반류를 계
측하였다. 반류 계측을 위한 프로펠러면의 직경은 KRISO의 
KVLCC의 프로펠러의 직경을 1:100 축소하여 0.1m로 하였다.

 프로펠러 면에 유입되는 3차원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 5공 피
토튜브를 사용하였고 5공 피토튜브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 
Validyne사의 압력계를 사용하였다.

 반류 계측을 위하여 5공 피토튜브 5개를 레이크에 반경 방향
으로 0.3R, 0.5R, 0.7R, 0.9R, 1.1R의 위치에 부착하였다. 계측 
각은 0도에서 20도 까지는 5도 간격으로 측정하고, 30도에서 
160도 까지는 10도 간격으로 하였고, 160도에서 180도 까지는 
5도 간격으로 하여 프로펠러 면에서의 축 방향, 반경방향, 접선
방향으로 유입되는 유동을 계측하였다. 반류계측을 위한 모형선 
예인 속도는 디자인 속도인 0.797m/s(Vs=15.5kts)로 하였다. 
Fig. 7 에 반류 측정 장비들의 설치 모습과 5개의 피토튜브의 계
측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Fig. 7  Installation of wake measurement devices

4.2 모형선 반류 계측 결과
 Fig. 8 에서 KRISO에서 계측한 KVLCC의 반류분포와 수직 

날 배열이 부착되지 않은 나선 상태의 Baseline의 반류분포를 비
교해 놓았다. 축 방향으로 유속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반경
방향, 접선방향으로의 유속과 방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8  Kriso and Baseline

 따라서 Baseline과 각 15개의 Case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러나 Baseline과 비교했을 때 프로펠러 면에서의 반류분포가 크
게 향상되어 있는 Case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Baseline과 
각 Case들 간의 공칭반류계수의 값의 차이가 너무 작아 수직 날 
배열의 부착에 의한 반류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Fig. 9 에서는 각 Case들에 대한 공칭반류계수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수직 날 사이의 횡 방향 간격을 고정하고 수직 날의 
높이를 변화시켰을 때의 공칭반류 계수 값과 수직 날의 높이를 
고정하고 간격을 변화시킬 때의 공칭반류 계수 값의 변화에는 어
떠한 경향도 알 수 없다.

  

 Fig. 9  Comparison of Nominal Wake 

5. 결론 및 고찰
 외부경계층에서의 수직 날에 의한 마찰저감효과의 실험적 평

가는 Hutchins(2002)에 의하여 처음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00K KVLCC 모형선에 수직 날 배열 형태의 부가물을 설치하여 
총 저항 저감효과 및 선미부 프로펠러 면에 유입되는 유동의 개
선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수직 날 배열의 기하학적 변화에 따른 
총 저항 및 프로펠러 면에서의 반류 분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
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되었던 평판 실험에서는 최대 마찰 저항 저감 2∼
3%의 효과를 확인했지만 모형선 실험에서는 최대 총 저항 저감 
1.5∼2%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평판 예인 실험에 비해 모형
선 예인 실험에서는 모형선의 형상으로 인하여 수직 날 배열로 
유입되는 유동이 균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수직 날의 기하학적 변화에 따른 모형선의 총 저항에 있어서
는 수직 날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총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에 모형선 실험도 평판 실험과 마찬가지로 수직 날의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자체적인 항력 증가분이 더 크게 
작용하여 총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수직 
날의 장착 폭 변화에 따른 총 저항의 변화에 대한 현상은 발견하
지 못하였다.

 수직 날 배열로 부착함으로써 선미부 프로펠러 면에 유입되



는 유동 제어 효과를 기대했던 모형선 반류 실험에 있어서는 수
직 날 배열이 부착되지 않은 나선의 반류 분포와 거의 변화가 없
는 반류 분포를 확인하였고, 또한 공칭반류계수의 비교에 있어서
도 그 차이가 너무나 미미하여 수직 날 배열이 선미부 유동제어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수직 날의 기하학
적 변화에 따른 반류 분포의 변화 또한 어떠한 경향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직 날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
근해 보았지만, 아직 모형선에 적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수
직 날의 임계 높이 및 장착 폭 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론적인 접
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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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선박의 운동을 고려한 조종성능 해석 기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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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or the reliable estimation of manoeuvring performances in waves, a numerical simulation program was developed. The program uses 
3D panel method to consider the effects of radiation, diffraction and forward speed. Supplementary viscous damping terms, which are 
analogous to the hydrodynamic derivatives in the system based manoeuvring simulation, were adopted to account for the viscosity effects 
on the manoeuvring related horizontal plane forces and moment. Values of the supplementary damping coefficients were determined by 
the numerical calibration using the captive model test data in calm sea conditions so that the predicted hull forces and moment can match 
the experimental data. Captive model tests in regular waves were also conducted to validate the estimated manoeuvring forces in waves. 
Simulated manoeuvring motions in calm water and in waves were compared with the free sailing model test results. Through this study, we 
could find that the developed program gives reliable estimate not only on the manoeuvring forces in waves but also on the variation of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a ship with its relative position in waves.  
 
Keywords: Captive model test(구속모형시험), Numerical simulation(수치해석), Manoeuvring (조종), Waves(파랑)  
 

1. 서 론 
 
선박의 조종성능은 주로 정수 혹은 비교적 잔잔한 해상 

시운전 중에서의 선회나 변침×보침 및 정지 특성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운항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람, 조류, 파도와 같은 다양한 외란이 
존재하는 실제 해상에서의 조종성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람이나 조류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수선면 
위, 아래 형상과 유동의 상대적인 유입각에 대해서 구해진 
힘과 모멘트의 무차원 계수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고려되어 왔다(Isherwood, 1972, Blendermann, 1995, 
Fujiwara et al., 1998, Obokata et al., 1981). 파도의 
경우에도 파의 입사각에 따른 고차 파 표류력을 선속별로 
미리 구한 다음 정수 중에서의 조종 유체력에 추가적인 
항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Yasukawa, 2006, Lee et al., 
2009). 하지만 파랑 중 선박의 침수 표면적 차이에 따른 
유체력 변화를 충분하게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자유항주시험을 통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Hirano, 1980, Ueno, 2003, Yasukawa & Nakayama, 
2009).  

수치해석을 통해 파랑 중 조종운동을 해석한 연구는 주로 
4자유도나 6자유도의 수학모델을 이용한 시스템 기반 

시뮬레이션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운동과 조종에 
의한 유체력을 통합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이론모델 (unified 
theory model)과 두 개의 시간 축척 모델(two time scale 
model)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Cummins의 선형 합성곱 
적분(convolution integral) 공식을 사용해서 파에 의한 
기억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Ankudinov (1983), Bailey 등 
(1998), Fossen (2005) 등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다. 이 
방법은 선형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매 시간 침수 표면적에 
대한 압력을 적분해서 비선형 파 표류력의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 시간이 길고 고차 비선형 성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되었다(Skejic & 
Faltinsen, 2008). 두 개의 시간 축척 모델은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를 가지는 내항성 관련 성분과 긴 주기를 가지는 
조종성 관련 성분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Lin 등 
(2006), Skejic과 Faltinsen (2008), Yen 등 (2010) Seo 등 
(2011)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다. 스트립 법이나 3차원 랜킨 
패널법 등으로 계산된 내항성 관련 유체력에 모형시험이나 
경험식 등으로 추정된 조종성 관련 유체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파랑 중 전체 유체력을 구하게 된다. 이때 
형상(선형과 자유수면)의 비선형성과 파(입사파와 교란파)의 
비선형성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느냐에 따라 크게 네 
단계의 계산 기법이 있는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Froude- 
Krylov 성분과 복원력은 실제 침수 표면에 대해서 계산하고 
입사파와 선체 운동에 의한 교란 성분은 평균 흘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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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계산하는 약한 비선형(weakly nonlinear) 기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ITTC, 2011).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조해서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3차원 
패널법(NLOAD3D)을 사용해서 파와 선체의 운동에 의한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고, 점성에 의한 영향은 추가적인 보정항을 
도입해서 고려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해 
조종성 관련 연구의 공시선형 중에 하나인 KCS를 사용해서 
정수 및 규칙파 중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계측된 유체력을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파랑 중 
조종 유체력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종성능과 관련된 자유항주시험 
결과가 알려진 KVLCC 및 S-175에 대한 조종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유체력 계산 

 
파랑 중 조종운동과 유체력을 기술하기 위해서 도입된 

좌표계는 Fig. 1과 같다. 수면 위로 향하는 방향을 양의 
Z축으로 정의한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하였으며, 변위와 파를 
기술하기 위한 지구고정좌표계 O-XYZ와 모형선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기술하기 위한 물체고정좌표계 G-xyz를 
도입하였다. 모형선에 대한 파의 상대 입사각 c는 선미파가 
0°가 되도록 정의하였다.  

 

 
Fig. 1 Coordinate systems 
 

선박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식 (1)과 같이 구분해서 
기술되었다(Yen et al., 2010). 
 

.... ExtViscousKFDragLiftPot FFFFFFF +++++=      (1)                     
 

.PotF  는 교란 속도 포텐셜에 의한 성분으로 전진속도, 
파의 교란 및 선박 운동의 영향을 포함한다. 교란 포텐셜은 
3차원 패널법을 이용해서 평균 수선면에 대해서 계산되고,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힘과 모멘트가 구해진다. 이때 

수선면 적분항, 시간 편미분항, 공간 적분의 고차항 등을 
고려해서 파에 의한 고차 파 표류력을 계산하였다(Zhang et 
al., 2009).   

LiftF
 
는 선체에 작용하는 양력에 의한 힘과 모멘트 

성분이다. 선체를 종횡비가 짧은 양력면으로 가정해서 구한 
좌우동요와 선수동요 양력계수 hull

vC 와 hull
rC 를 이용해서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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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V 는 유효 유입유속을 나타내며 l̂ 는 eV 에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이다. ĵ 는 선수동요에 의한 양력 
방향의 단위벡터로 선체고정 좌표계에서 좌우동요 방향과 
일치한다. DragF 는 선체에 의한 항력 성분으로 양력에 의해 
유기되는 성분, 점성 저항 성분, 조파 저항 성분이 있으며 
각각은 경험식으로 계산된다. ..KFF 는 Froude-Krylov 
성분으로 입사파 중에서 선박의 자세와 침수 표면적을 매 
순간 고려해서 계산된다. ViscousF 는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 중에서 앞서 언급된 .PotF , LiftF , DragF , ..KFF 에 
의해서 고려되지 못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성분으로 식 (3)과 같이 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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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형태는 조종성 미계수를 이용해서 유체력을 

기술하는 시스템 기반의 조종운동방정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조종성 미계수는 해당 운동변수의 변화에 의한 유체력 
변화의 모든 성분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식 (3)은 
포텐셜과 양력, 항력 및 Froude-Krylov 성분을 제외한 
성분을 기술하기 위해 도입된 수식이므로 각 계수값의 
물리적 의미와 크기는 기존의 조종성 미계수와 차이가 있다. 
이들 점성 영향 보정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형시험 
또는 경험식을 이용해서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 중에서의 유체력 추정 결과가 이용된다. 

.ExtF 는 선체 이외에 타, 프로펠러와 같은 부가물에 의한 
유체력을 표현하기 위한 성분으로 타 단독 특성과 프로펠러 
단독 특성을 이용해서 계산된다.  



3. 유체력 계산 결과 
 

선박의 조종성능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공시선형 중에 
하나인 KCS의 1/40 축척 모형선을 이용해서 정수 및 
규칙파 중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정수 중 모형시험 결과는 점성 영향 보정 계수 
추정에 이용되었다. 추정된 보정 계수를 사용해서 사항각 
b와 무차원화된 선수 각속도 r¢의 조합에 대한 유체력 계산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푸른 마름모는 보정계수 
추정을 위해 이용된 입력값이고 점선은 계산 결과이다. 보정 
계수값은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입력값과 계산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결정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정수 
중 선체에 작용하는 수평면 내에서의 유체력은 적절하게 잘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칙파 중에서 사항하는 경우에 
대해 추정된 수평면 내에서의 유체력은 Fig. 3, 4와 같다. Fig. 
3은 파장비(l/LPP) 1.5, 파경사비(HW/l) 1/57.5인 선미사파 
중에서 사항각 12도로 전진하는 경우이고, Fig. 4는 파장비 
1.0, 파경사비 1/76.7인 선수사파 중에서 사항각 -9도로 
전진하는 경우이다. 그림에서 붉은 마름모는 구속모형시험을 
통해 계측한 결과이고, 푸른 실선은 계산 결과이다. 
종동요와 저항의 경우 계산과 실험이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Surge force 

 
(b) Sway force 

 
(c) Yaw moment 

Fig. 2 Bare hull forces and moment at horizontal plane by using the estimated supplementary viscous damping coefficients 
 

 

  

 

 

 
Fig.3 Forces, moment and pitch angle of KCS drifting at 12 
deg. under the regular waves of l/LPP = 1.5, HW/l = 1/57.5, 
c=0 deg 

 

 

  

 

 

 
Fig.4 Forces, moment and pitch angle of KCS drifting at -9 
deg. under the regular waves of l/LPP = 1.0, HW/l = 1/76.7, 
c=180 deg 



선미파의 경우 조우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운동이 완만하게 
변화하고 파형이 유지되면서 좌우동요력과 선수동요 
모멘트의 계산값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수파의 경우 조우주파수가 높고 운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종동요 최대값 부근에서 선수파가 붕괴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힘과 모멘트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계산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항각 
변화에 따른 힘과 모멘트의 평균적인 변화는 비교적 잘 
추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조종운동 시뮬레이션 결과 

 
4.1 정수 중 조종운동 시뮬레이션 결과 

 
KCS에 대한 정수 중 선회 및 지그재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5와 같다. 그림에서 검은 실선은 NLOAD3D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푸른 점선은 정수 중 구속모형 

 

 
(a) 35 deg. rudder truning trajectories 

 
(b) Heading and rudder angles of 10/10 zigzag manoeuvre 

 
(c) Heading and rudder angles of 20/20 zigzag manoeuvre 
Fig. 5 Simulated and measured manoeuvring motions of 
KCS in calm water 
 

시험결과로부터 구해진 조종성 미계수를 이용해서 시스템 
기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Sung et al., 2012)이며, 
붉은 삼각형은 1/52.667 축척의 모형선을 이용한 BSHC의 
자유항주시험 결과이다(SIMMAN 2008). NLOAD3D의 경우 
타 조작 초기의 거동은 시스템 기반 시뮬레이션이나 
자유항주시험 결과와 유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속이 
낮아지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타 유입유동 고려 
모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Sung et al., 2012). 
 

 

(a) Heading and rudder angles of 10/10 zigzag manoeuvre 

 

(b) Heading and rudder angles of 20/20 zigzag manoeuvre 
Fig. 6 Simulated and measured zigzag motions of KVLCC 1 
in calm water 

 

(a) Heading and rudder angles of 10/10 zigzag manoeuvre 

 

(b) Heading and rudder angles of 20/20 zigzag manoeuvre 
Fig. 7 Simulated and measured zigzag motions of KVLCC 2 
in calm water 



저속비대선인 KVLCC 1, 2에 대한 지그재그 운동 
시뮬레이션 결과는 각각 Fig. 6, 7과 같다. 점성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계수는 정수 중 PMM 시험결과를 
이용해서 구하였다(Shin et al., 2012). 그림에서 실선은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붉은 삼각형은 1/45.714 축적의 
모형선을 이용한 MARIN의 자유항주시험 결과이다. KVLCC 
1, 2는 선미 형상에 차이가 있는데 KVLCC 2가 U형 선미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우수하며 
작은 오버슈트각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MAN, 
2008).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KVLCC 2가 상대적으로 작은 오버슈트 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2 파랑 중 조종운동 시뮬레이션 결과 

 
파랑 중 선회시험 결과가 알려진 S-175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8, 9와 같다. S-175에 대한 점성 
영향 보정 계수는 Yasukawa (2006)의 시험결과를 이용해서 
구하였다. Fig. 8은 초기 진입 방향 대비 선수쪽에서 파가 
입사하는 경우이고, Fig. 9은 우현 90도 방향에서 파가 
입사하는 경우이다. 앞선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실선은 계산 

결과이고 붉은 삼각형은 1/50 축척의 모형선을 이용한 
Yasukawa (2006)의 자유항주시험 결과이다. 타 유입유동 
고려 모델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계산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파의 진행 방향과 파장에 따라서 선회 
궤적이 변화하는 경향은 잘 추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파장이 짧은 단파장 영역에서 파 표류 횡력이나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Ueno et al., 2003, Yasukawa, 
2006) 선회 궤적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 
진행 방향 쪽 뿐만이 아니라 진행방향의 우측으로도 
표류되는 현상이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차원 패널법을 바탕으로 한 운동 해석 프로그램인 ABS의 
NLOAD3D에 조종과 관련된 운동과 유체력을 포함시켜 그 
기능을 확장하였다. 

 
(a) l/LPP = 0.7 

 
(b) l/LPP = 1.0 

 
(c) l/LPP = 1.2 

Fig. 8 Comparison of 35 deg. rudder turning trajectories of S-175 in regular waves (c = 180 deg.) 

 
(a) l/LPP = 0.7 

 
(b) l/LPP = 1.0 

 
(c) l/LPP = 1.2 

Fig. 9 Comparison of 35 deg. rudder turning trajectories of S-175 in regular waves (c = 90 deg.) 



개발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 KCS를 이용한 
구속모형시험을 정수 및 규칙파 중에서 수행하고 파와 선박의 
상대 위치에 따른 종동요 및 수평면 유체력을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종동요와 전후 동요력의 변화는 계산과 
실험이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좌우동요력과 
선수동요 모멘트의 경우 쇄파가 발생하지 않은 선미파 
조건에서는 계산과 실험이 잘 일치하지만, 쇄파가 발생하는 
선수파 조건에서는 파와 선박의 상대 위치에 따른 힘과 
모멘트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한 정도로 추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항각의 변화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는 잘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자유항주시험 
결과가 알려진 선박에 대해서 다양한 선회 및 지그재그 운동을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한 결과, 초기 진입 조건에서부터 선속 
변화가 작은 조종운동의 초기에는 모형시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조종운동이 진행되면서 선속이 낮아질수록 계산과 
실험의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타 유입 유동 
모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규칙파 
중에서의 선회 궤적을 비교한 결과 파의 진행 방향과 파장에 
따라서 선회 궤적이 변화하는 경향은 잘 추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을 위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다 정확한 조종성능 추정을 위해서는 
타 유입 유동 모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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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비선형성을 고려한 선박의 선형에 따른 부가저항 비교분석 
 

서민국(서울대학교), 김경환(서울대학교), 박동민(서울대학교), 김용환(서울대학교) 
 

 

요 약 
 

Recently, the design of commercial ships with less green-house gas is one of great interests in naval architecture fields. 
Ship designers are asked to find optimum hull forms with minimum resistance in ocean waves. The accurate computation of 
added resistance, therefore, is getting more important for the prediction of power increase in random ocean wa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numerical computation of added resistance on ships with Ax-bow shapes which are designed to 
reduce added resistance. To this end, the time-domain Rankine panel methods based on weakly-nonlinear and 
weak-scatterer approaches are applied, which can reflect the influence of above-still-water bow shape. As computational 
models, KCS and KVLCC2 hull forms are considered. Each ship is combined with the three types of Ax-bow shape, and 
computational results are compared each other.   
 
Keywords: Added resistance (부가저항), Nonlinear ship motion (비선형 선박운동), Ax-bow(Ax형 선수) , Green ship (그린쉽)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선박의 
연료 대비 운항 효율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선박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항-추진 분야에서는 
추진 장치 주변 유동을 변화시켜 추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선체 주변에 미소 기포 등을 발생시켜 유체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내항 분야에서는 주로 선박의 부가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가저항이란 선박이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는 경우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받는 저항을 말하며, 
이러한 부가저항은 선박에 따라서 정수 중에서 운항하는 
경우의 저항보다 15~30%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가저항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부가저항 중 특히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몇몇 장치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가저항 저감 장치로는 일본에서 제안된 Ax-bow와 leadge 
bow (sharp edge bow)가 있다. Ax-bow는 흘수선 위쪽 
선수부 형상을 날카롭게 변형하여, 선박 전방으로의 파의 
반사를 완화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저감하는 장치이다. 

Leadge bow는 Ax-bow와 동일한 개념의 장치이며, 흘수선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의 형상 또한 전방으로 날카롭게 
만든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저항 
저감장치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 계산 
방법 (linear calculation method)으로는 불가능하며, 흘수선 
위쪽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비선형 계산 방법 (nonlinear 
calculation method)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Kihara, et al. 
(2005)은 2차원 비선형 경계조건 문제를 풀었으며, 2차원의 
비선형 해를 스트립 법에 적용하여 선박의 운동 및 
부가저항을 계산하여 흘수선 위쪽 형상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Kuroda, et al. (2011)은 선박의 수선면 변화를 
적용하여 선박의 선수부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외에 선박의 흘수선 위의 형상 
변화를 고려하여 부가저항을 해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고차 랜킨패널법을 적용한 압력 직접 적분법 
및 모멘텀 보존법을 사용하여 부가저항을 계산한 Kim & Kim 
(2011), Kim, et al. (2012)의 부가저항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선박의 흘수선 위쪽의 형상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선형 선박 운동 방법을 
부가저항 해석에 적용하였다. 대상선박은 KCS, KVLCC2 
선형이며, 각각의 선박 선수부에 3가지 형태의 Ax-bow가 
적용되었다. 각 선박에 대한 운동 응답 및 부가저항을 계산 
및 비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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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이론적 배경 
 

2.1 경계조건문제 및 운동방정식 
 
입사파가 존재하는 무한수심의 자유표면상을 일정한 

전진속도 U로 진행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Fig. 1 과 같이 
정의되는 물체 고정 좌표계를 생각할 수 있다. 선박으로 
입사하는 파는 규칙파이며, A, ω는 입사파의 파고와 
주파수를 나타내며, β는 입사각을 의미한다. 선박의 운동은 
평균위치에서 정의되며, 병진운동 ξT = (ξ1, ξ2, ξ3)과 회전운동 
ξR = (ξ4, ξ5, ξ6)의 6 자유도 운동을 한다. 

 

 
Fig. 1 Coordinate system 

 
선박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속도포텐셜을 도입하였으며, 비압축성, 비점성 유체, 비회전 
유동을 가정하면 라플라스 방정식과 다음의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속도포텐셜을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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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 ( ( ) ( )T Rt t xx x+ ´

r r r )는 임의의 지점에서의 선박의 변위를 
나타내며, ζ 는 파고(wave elevation)를 의미한다. 위의 경계 
조건 문제를 선형화하기 위해서 속도포텐셜과 파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 ) ( , ) ( , )I dx t x x t x tf f f= F + +
r r r r      (5) 

( , ) ( , ) ( , )I dx t x t x tz z z= +
r r r       (6) 

 

Φ는 기본 포텐셜을 나타내며, 아래첨자 I 는 입사파와 
관련된 성분을, 아래첨자 d 는 교란파와 관련된 성분을 
의미한다. Neumann-Kelvin 선형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 포텐셜 Φ는 균일류 포텐셜 (-Ux)이 되며, Double body 
선형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z = 0을 대칭으로 이미지 
물체를 두어 무한 유체장에서 / n U n¶F ¶ = ×

r r 을 만족하는 
경계조건 문제를 풀어 Φ을 계산한다. 선형화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1

1 2 3

4 5 6

on

( , , ) ( )( )

( , , ) ( )( ( ))

jd I
j j j B

j
n m S

n t n

m m m n U

m m m n x U

xf fx
=

¶æ ö¶ ¶
= + -ç ÷¶ ¶ ¶è ø

= ×Ñ -ÑF

= ×Ñ ´ -ÑF

å
rr

rr r
     (7) 

2

2( ) ( )

on 0

d d
d d IU U

t z z
z

z fz z z¶ ¶ F ¶
- -ÑF ×Ñ = + + -ÑF ×Ñ

¶ ¶ ¶
=

r r

 

        (8) 
( )

1 ( )
2

on 0

d
d

d I

U
t

g U U
t

z

f f

z f

¶
- -ÑF ×Ñ =

¶
¶F é ù- - + ×ÑF - ÑF ×ÑF + -ÑF ×Ñê ú¶ ë û

=

r

r r

        (9) 
 
선박이 강체인 경우에 운동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 . . .[ ]{ } { } { } { }jk k F K j H D j Res jM F F Fx = + +&&      (10) 

 
여기서 Mjk는 질량을 나타내고, FF.K., FRes.는 Froude-Krylov 힘 
및 복원력을 의미한다. FH.D.는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을 
제외한 선박의 운동과 파의 산란으로 발생하는 
유체동역학적 힘이다. 

 
2.2 수치해석 기법 

 
파랑기진운동에서 유도된 선형화된 경계조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그린정리를 적용하여 적분방정식을 
유도하였으며, 경계면을 이산화 하여 3차원 랜킨소스를 
선박의 표면과 자유표면에 분포하였다. 이때 속도포텐셜과 
파고, 속도포텐셜의 법선방향 미분 값은 비스플라인 
함수(B-spline function)로 가정한 고차의 패널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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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면 경계조건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explicit-implicit이 혼합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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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적 자유표면 경계조건에서는 이전 시간 단계의 
속도포텐셜의 법선 미분 값과 파고를 넣어 주어 다음 시간 
단계의 파고를 계산할 수 있다. 동역학적 자유표면 
경계조건에서는 운동학적 자유표면 경계조건으로부터 구한 
파고와 이전 시간 단계의 속도포텐셜을 넣어 주어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속도포텐셜을 계산 할 수 있다. 선박의 운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4차의 prediction-corre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3. Ax-bow의 부가저항 계산 

 
3.1 Ax-bow의 부가저항 절감 원리 

 
본 연구에서는 Ax-bow의 형상에 따른 부가저항 저감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x-bow는 흘수선 위쪽 부분의 선형을 날렵하게 만든 
것으로 부가저항의 절감 원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Fig. 2 The principle of ‘Ax-bow’ (Matsumoto, 2002) 
 
선박이 파랑 중에서 항해를 하는 경우 선수부에서 

반사파가 생성되며, 이로 인해서 저항이 증가된다. 특히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유조선이나 벌크선의 
경우 선수부의 형상이 ordinary bow와 같이 뭉툭하기 때문에 
반사파가 앞쪽으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며,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 Ax-bow의 경우 
선수부의 형상을 날렵하게 만든 것으로 반사파가 앞쪽이 
아닌 양 옆쪽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로 인해서 
Ax-bow선형의 경우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부가저항 저감 장치인 
Ax-bow는 흘수선 위쪽의 형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형 계산 방법으로는 이 장치의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선형 운동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Ax-bow의 효과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  

 
3.2 비선형 운동 해석 기법 및 Ax-bow에의 적용 

 
선박 운동 문제에서 비선형성에 대한 요인은 크게 

자유표면의 비선형성과 물체 형상의 비선형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체 형상이 갖는 비선형성은 대체로 자유표면이 갖는 
비선형성에 비하여 그 적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선박 
운동 문제 해석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선박의 실제 
입수면에서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을 계산하여 선박의 
비선형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weakly-nonlinear 해석이라고 부른다. 

 
Table 1 Consideration of body nonlinearity 

 Linear 
computation 

Weakly-nonlinear 
computation 

Weak-scatterer 
computation 

Froude-Krylov 
&  

restoring force 
   

Hydrodynamic 
force    

Numerical 
implementation 

Easy to 

implementation 

Easy to 

implementation 

Hard to 

implementation 

Computational 
time O(T) O(T) O(N×T) 

 
Weakly-nonlinear 해석 방법보다 선박 입수면의 기하학적 

변화로 인한 비선형성을 더욱 고려하는 해석 방법으로 
weak-scatterer 가정에 근거한 해석 방법이 있다. 이는 
weakly-nonlinear 해석 방법에서 더 나아가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뿐만 아니라 선박에 의해 산란되는 유체 
동역학적 힘까지 입사파를 고려한 실제 입수면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시간 선박의 실제 위치를 
고려하여 입사파에 의한 선박의 입수면 및 자유표면에 
격자를 생성하고, 그에 따른 경계조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weakly-nonlinear 해석 방법에 비하여 많은 해석 
시간이 소요되지만 선박 입수면에 의한 비선형성을 더욱 
반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선박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방법의 단계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3.2.1 Weakly-nonlinear 해석기법 
 
Weakly-nonlinear 해석 기법에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lin. non. non.jk k H D j Res j F K jM F F Fxé ù = + +ë û
&&   (14) 

 
Weakly-nonlinear 해석 기법에서는 실제 입수면적에 대한 

복원력을 계산하며, Froude-Krylov 힘 또한 실제 입수면적에 
대해서 계산하게 된다. 비선형 복원력은 실제 위치의 수두 
압력을 적분한 값에서 정수 중 수두 압력을 적분한 값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비선형 Froude-Krylov 힘은 선형 
입사파 포텐셜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선면 
위쪽에서는 z = 0 에서의 선형 입사파 포텐셜을 파 높이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하여 계산한 후 Froude-Krylov 힘을 
계산한다. 비선형 복원력과 Froude-Krylov 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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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선박의 실제 위치에서의 법선방향 벡터를 
의미한다. 이는 선박의 위치를 실제 위치로 Euler 변환한 뒤 
계산할 수 있다. 

압력 직접 적분을 적용한 경우 부가저항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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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은 선박의 법선 벡터이며, n1, n2 는 각각 1차, 2차 법선 
벡터를 의미한다. 위의 식에 대한 자세한 유도 과정은 
Joncquez(20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식은 엄밀하게 
선형의 해석과 비교하여 비선형 하중을 적용하여 계산된 
비선형의 운동 변화량만이 반영되는 것이며 변화하는 
접수면에 대한 비선형 하중까지 반영하도록 유도된 식은 
아니다. 따라서 추후 이를 엄밀하게 유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2.2 Weak-scatterer 해석기법 

 
Weak-scatterer 가정은 선박이 세장체 (slender body)인 

경우에 선박에 의해 산란되는 파가 입사파에 비해 작다고 
가정한다. (ζI >> ζd) Weak-scatterer의 가정법에서는 산란파 
포텐셜과 파고는 앞의 방법과 동일하게 O(ε)으로 정의하는 
반면, 입사파 포텐셜과 파고를 O(1)로 정의한다.  

선형 해석법에서는 자유표면 경계조건이 z = 0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같은 격자에 대해서 경계조건 
문제가 정의되지만 weak-scatterer 방법에서는 자유표면 
경계 조건이 z = ζI 에서 만족하므로 매 시간마다 입사파에 
의해 정의되는 자유표면 격자를 생성해 주고 이에 대해 
경계조건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 (2011)에 나타나 있다.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전체 
포텐셜을 넣어 1차항까지 정리한 뒤 이를 물체 표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Froude-Krylov 힘과 유체 
동역학적 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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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scatterer 운동해석 기법을 사용한 경우 

부가저항은 파랑 중에서의 x방향 평균 하중에서 정수 
중에서의 x방향 하중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4. 계산 결과 
 

4.1 대상 선박 
 
본 연구에서 해석하는 선형은 컨테이너선인 KCS와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KVLCC2에 각각 Ax-bow가 장착된 
선형으로, 주요 재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2 Main dimensions of test models 

 KCS KVLCC2 
Lpp (m) 230.0 320.0 
Bwl (m) 32.2 58.0 
D (m) 19.0 30.0 
T (m) 10.8 20.8 

Displacement (m3) 52030 312622 
 
Fig. 3, 4는 각각 KCS, KVLCC2 원본 선형과 Ax-bow가 

장착된 선형의 패널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a)는 Ax-bow가 
장착되지 않은 원본 선형이며, (b)~(d)는 Ax-bow가 크기 
별로 장착되어 있는 선형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Type1의 
경우 선수부의 형상이 z방향으로 넓게 분포된 사다리꼴 
형태를 띄고 있으며, 원본 선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모습을 
하고 있다. Type3는 선수부의 형상이 삼각형이며, type2는 
type1과 type3의 중간 형상을 하고 있다. 

 

 

(a) Original     (b) Type1      (c) Type2      (d) Type3 
Fig. 3 Panel models of KCS + Ax-bow 

 

 

(a) Original     (b) Type1      (c) Type2      (d) Type3 
Fig. 4 Panel models of KVLCC2 + Ax-bow 

 

4.2 부가저항 해석 결과 
 

4.2.1 Weakly-nonlinear 해석 결과 
 

본 장에서는 비선형 운동해석방법인 weakly-nonlinear 
방법을 사용하여 KCS와 KVLCC2에 대하여 부가저항을 
해석하였다. Fig. 5, 6은 파고가 각각 2m, 4m인 규칙파가 
선수 쪽으로 입사하며, KCS 선형이 Fn = 0.26으로 전진하는 
경우의 부가저항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Weakly-nonlinear의 해석 결과는 선형 계산에 비해서 
부가저항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운동은 
비선형 해석 시 선형 해석에 비하여 운동의 크기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 부가저항의 크기도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Ax-bow 형상에 따른 부가저항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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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n KCS: Fn = 0.26, 
A = 2m, weakly-nonlinea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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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n KCS: Fn = 0.26, 
A = 4m, weakly-nonlinear method  

 



Fig. 7, 8은 파고가 각각 2m, 4m인 선수파의 조건에서 
KVLCC2 선형이 Fn = 0.142로 전진하는 경우의 부가저항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파고가 2m인 경우에 비해서 
4m인 경우 부가저항이 더 감소하였으나, KCS의 경우와 
같이 Ax-bow의 형상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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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n KVLCC2: Fn = 
0.142, A = 2m, weakly-nonlinea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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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n KVLCC2: Fn = 
0.142, A = 4m, weakly-nonlinear method  

 
Weakly-nonlinear 해석방법으로 선박의 부가저항을 

해석해 본 결과, 비선형 운동해석을 함으로써 운동 및 
부가저항이 감소하는 효과는 확인 할 수 있으나, Ax-bow의 
형상 변화에 따른 차이는 계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weakly-nonlinear 방법의 경우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의 비선형성만을 고려하므로 Ax-bow에 의해 
산란되는 파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박의 동요와 산란에 의한 힘인 
유체동역학적 힘의 비선형성까지 고려하는 weak-scatterer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2.2 Weak-scatterer 해석 결과 
 

본 장에서는 weak-scatterer 기법을 사용하여 Ax-bow의 
부가저항 절감효과를 해석하였다. Weak-scatterer 해석 
기법은 매 시간 선박의 실제 위치를 고려하여 입사파에 의한 
선박의 입수면 및 자유표면에 격자를 생성하고, 그에 따른 
경계조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weakly-nonlinear 해석 
방법에 비하여 많은 해석 시간이 소요되지만 선박 입수면에 
의한 비선형성을 더욱 반영할 수 있다. Fig. 9는 
weak-scatterer 방법 적용 시 시간에 따른 패널 변화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Fig. 9 Panel shapes of KCS + Ax-bow type1: Fn = 0.26, A = 
2m, λ/L = 1.2, weak-scatter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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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ave contours of KVLCC2: Fn = 0.142, A = 1m, λ/L 
= 1.2, weak-scatterer method  

 



Fig. 10은 KVLCC2 원본선형 및 Ax-bow type1 선형이 
Fn = 0.142로 전진하는 경우 λ/L = 1.2에서의 파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낸 파형 분포는 입사파를 제외한 
선박의 동요 및 산란에 의한 파만을 나타낸 것이다. 
Ax-bow를 장착한 경우 선수부에서 파고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KVLCC2 선형이 Fn = 0.142로 전진하는 경우 
λ/L = 1.0에서의 상하동요 운동 및 x방향 힘을 나타낸 
것이다. 상하동요 운동의 경우 Ax-bow의 장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x방향 힘은 
Ax-bow의 형상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0과 
11에서 볼 수 있듯이, Ax-bow의 장착 여부 및 형상은 
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사되는 파의 크기 및 
형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부가저항의 절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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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motion tim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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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rge force time signal 

Fig. 11 Time signals of KVLCC2: Fn = 0.142, A = 2m, λ/L = 
1.0, weak-scatter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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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motion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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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RAO 

Fig. 12 Comparison of ship motions of KCS: Fn = 0.26, A = 
2m, weak-scatter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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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n KCS: Fn = 0.26, 
A = 2m, weak-scatterer method  

 
Fig. 12, 13은 파고가 2m인 규칙파가 선수 쪽으로 

입사하며, KCS 선형이 Fn = 0.26로 전진하는 경우의 운동 



응답 및 부가저항을 weak-scatterer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에서 (a)는 상하동요 
운동응답을, (b)는 종동요 운동응답을 나타내며 파장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2에서 볼 수 있듯이, weak- 
scatterer 방법으로 계산한 운동 응답 결과가 선형 운동해석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Ax-bow의 
형상의 변화에 따른 운동 응답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Fig. 13의 부가저항 계산 결과를 
확인하면, Ax-bow의 형상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응답에서는 Ax-bow의 형상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저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박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은 거의 동일하지만, 반사파 
등의 성분에 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Ax-bow의 부가저항 절감효과가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 
절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효과가 계산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x-bow의 형상에 따른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Ax-bow 
type1의 부가저항이 원본 선형의 부가저항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Ax-bow type3의 부가저항의 경우 원본 
선형의 부가저항보다 큰 값을 주고 있다. Fig. 3의 
Ax-bow의 형상을 살펴보면, type1의 선수부 형상이 
z방향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원본 선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모습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좋은 부가저항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4, 15는 파고가 2m인 규칙파가 선수 쪽으로 
입사하며, KVLCC2 선형이 Fn = 0.142로 전진하는 경우의 
운동 응답 및 부가저항을 weak-scatterer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KVLCC2의 운동응답은 Ax-bow의 형상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 반면, 부가저항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박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은 거의 동일하지만, 선수부의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에서 Ax-bow의 형상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x-bow의 부가저항의 감소효과는 KCS에 
장착한 경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Ax-bow의 
목적이 유조선이나 벌크선과 같은 선수부의 형상이 뭉툭한 
선형의 부가저항을 줄이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에 잘 
부합되는 계산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Fig. 3, 4의 
선수부 형상을 비교해 보면, KVLCC2에 Ax-bow를 장착한 
경우가 KCS 선형의 경우 보다 선수부의 형상이 앞쪽으로 더 
많이 날렵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KVLCC2 
선형에 Ax-bow를 장착하는 경우가 부가저항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계산 결과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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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motion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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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RAO 

Fig. 14 Comparison of ship motions of KVLCC2: Fn = 0.142, 
A = 2m, weak-scatter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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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n KVLCC2: Fn = 
0.142, A = 2m, weak-scatterer metho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 고차 랜킨패널법을 적용한 

비선형 운동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흘수선 위쪽 선형의 형상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 양상을 다루었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Weakly-nonlinear 해석 방법을 적용한 부가저항 계산의 
경우 선수부 형상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Ax-bow에 의해 산란되는 파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weak-scatterer 해석 방법을 적용한 경우 선수부 형상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흘수선 
위쪽의 형상변화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weak-scatterer 해석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Weak-scatterer 해석 방법으로 계산한 부가저항 결과를 
확인해 보면, 선수부의 형상이 z방향으로 넓게 분포된 
사다리꼴 형태인 경우(Ax-bow type1) 부가저항 측면에 
유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가저항의 절감을 위해서는 
type1과 같은 형상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Ax-bow의 부가저항 절감효과는 컨테이너선인 KCS 
선형 보다 초대형 유조선인 KVLCC2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초기의 KVLCC2의 선수부의 형상은 KCS 보다 더 
뭉툭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앞쪽으로 산란되는 파가 
많았지만, Ax-bow를 장착하면서 선수부 형상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어 앞쪽으로 산란되는 파의 양을 KCS 보다 더 
많이 줄여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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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플이 처리된 평판에 대한 항력 감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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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법에 의해 마이크로 딤플 패턴을 금속 물체 표면에 생성시킬 수 있는데, 이 딤플 패턴에 의한 항력
성능을 살펴 보기 위하여 딤플 표면 처리한 평판에 대한 항력 감소 연구를 수행하였다. 딤플 표면에 의하여 난류 경계층
내에서 주유동 방향의 모멘텀이 증가하였으나 난류 강도 값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주유동에 대한 항력 측정은 후류 유속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단면(profile) 저항을 계산하였고 6분력계를 이용하여 평판에 영향을 주는 항력을 직접 계측하였다. 
후류의 유동장은 입자영상속도계(particle image velocimetry)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딤플 처리된 평판에서 항력 감소율은
최대 4.6%의 값을 보였으며 106 ~ 107 정도의 레이놀즈 수 영역대에서 그 수가 증가하여도 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Keywords: Dimple(딤플),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법), Profile drag(단면 저항),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입자영상속도계) 
 

1. 서 론 
 
최근의 고유가 시대에 발맞추어 해양을 항행하는 

운송체의 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해양 운송체의 연료 절감은 유체역학적인 항력을 
감소시키는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마찰, 압력, 조파, 
공기 저항 등의 항력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몰수체는 물속에서 항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마찰과 압력 저항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압력 저항은 
몰수체의 형상에 따라 선수부와 선미부의 압력 차이에 의해 
나타나므로 형상 저항(form drag)이라고도 불린다. 몰수체가 
고속으로 운동할 경우 압력 저항이 대부분의 항력을 
차지하므로 몰수체의 형상을 유선형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압력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몰수체 표면에서 유동 
박리(separation)를 지연 또는 감소시키거나 몰수체 주위 
보오텍스(vortex)들을 감소/제어 하기도 한다. 

물체의 표면에 딤플 패턴들을 가공하는 표면 처리법은 
물체의 압력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구(sphere) 위에 생성된 딤플 패턴들은 층류 
경계층을 난류 경계층으로 전이시키면서 물체 후방의 후류 
영역을 감소시킨다. 최근에 Choi, et al.(2006)은 딤플 
안에서 발생한 전단층(shear layer)의 불안정성(instability)이 

난류 경계층 내에서 유동의 모멘텀과 난류 강도를 
증가시키고 종국에는 물체 표면 위에서 발생하는 유동 
박리를 지연시켰음을 보고하였다. 

마찰 저항은 유체가 점성(viscos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성 저항이라고도 불린다. 유체 유동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 저항도 증가하게 되는데 물체 표면에서 나타나는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동적(passive) 또는 
능동적(active) 방법들이 이용되어 왔다. 특히 난류 구조나 
경계층의 형상에 변화를 주거나 부가물들을 물체 표면에 
부착하는 수동적 방법들은 물체 또는 물체 외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능동적 방법들은 난류 
구조나 경계층을 직접 간섭하여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 효과가 작지 않으나 항력 감소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난류 경계층 내에 미세 
기포(bubble)들을 주입시켜 경계층의 성질을 바꾸거나 
점성치를 변화시키는 방법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기포 주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기도 하였다(Shen, et al., 2006). 비록 
미세기포 주입방법이 항력 감소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마찰 저항 감소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못하였다. 난류 경계층으로 유체를 
흡입/분사하는 방법은 그 항력 감소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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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Park and Choi, 1999). 이 방법은 물체의 특정 
위치에서 유동 박리를 국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에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107 이상의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 
적절한 유체의 흡입/분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가의 
특별한 스카치 요크(scotch yoke)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수성(hydrophobicity) 또는 친수성(hydrophile)을 이용한 
코팅법도 경계층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특히 
돌기나 식각법(etching)에 의한 나노(nano) 크기의 
거칠기(roughness)도(Lee, et al., 2006)  물체 표면의 경계 
조건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연벽면(compliant wall)의 경우(G. Zimmernann, 1977), 
정확한 항력 감소 메커니즘이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적절한 
유연벽면을 모사하기가 어렵다. 최근 Boiko, et al.(2011)은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유연벽면에 대하여 풍동 실험을 
수행하였고 난류 속도의 변동 성분 감쇄가 항력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잘 알려진 리블렛(riblet)의 
경우, 주유동 방향을 따라 발생하는 벽면 위 보오텍스들이 
벽면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오텍스 자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항력 감소 메커니즘이 
밝혀졌다(Bechert, et al., 2000). 그러나 리블렛은 물체의 
운동 및 유동 조건에 따라 형상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리블렛 
홈(groove)에 축적되는 오염물질(fouling)에 기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Fig. 1 Top surface and sub-surface modifications by UNSM 
 

사실 능동적인 방법은 연료 절감율에 비해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값 싼 
수동적 방법을 해양 운송체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방법으로서 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법(UNSM)을 이용하여 
2차원 평판의 금속 표면에 딤플 패턴을 생성시켰다. 또한 
PIV를 이용하여 평판 후류 유동장을 계측하였으며 후류 
속도장 결과를 이용하여 마찰과 압력 저항의 합으로 
표현되는 단면 저항(profile drag)을 추정하여 보았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차원 평판에 대한 항력 계측과 PIV 가시화는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의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되었다. 터널의 시험부 제원은 0.6W x 0.6H x 2.6L m3이다. 
시험부에서 최대 유속은 12 m/s이며 시험부에서 정압을 
10.1 kPa에서 202 kPa까지 가변할 수 있다. 

 

 
Fig. 2 Flat plate installed in the cavitation tunnel (left side 
view) 

 
몰수체 표면 위의 딤플 패턴은 UNSM에 의해 생성되었다. 

UNSM 장치는 초음파 진동에너지를 기계적 진동에너지로 
변환하고 이렇게 변환된 기계적 진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표면에 20,000~40,000/초의 타격을 가하여 표면의 
결정(crystal) 조직을 나노 조직으로 변환시키면서 표면에 
마이크로(micro) 딤플 패턴을 발생시킨다. Fig. 1은 UNSM 
처리 후의 2차원 및 3차원 표면층 형상을 보인다. UNSM에 
의해 처리된 금속은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경도(hardness), 피로(fatigue), 내마모성(wear resistance) 
측면에서 기계적 가공 효과를 얻을 수 있다(Pyoun, et al., 
2010) 

표면에 딤플 패턴이 생성될 2차원 평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그 제원은 900L x 310W x 15H mm3이며 딤플 
패턴은 유동 방향에 수직하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딤플 
패턴의 가공은 선문대학교에서 수행되었는데 2차원 평판의 
바닥에만 딤플 가공을 하고 평판의 윗부분은 딤플 처리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평판의 상판은 6분력계(force 
balance)와 스트럿(strut)을 이용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스트럿에 의한 불필요한 항력의 계측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일(foil) 형상의 덮개를 설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2차원 
평판의 앞날과 뒷날끝의 경사각(bevel angle)은 38.6도로 
제작하여 갑작스럽고 강한 유동 박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터널 시험부에 설치된 평판을 Fig. 2에 
나타냈으며 Fig. 3에 UNSM 처리 전후 평판 사진을 



표시하였다.  
항력을 측정하기 위한 6분력계의 용량은 X와 Z축에 대해 

±500N이고 Y축에 대해서는 ±800N이었으며 각 방향의 힘 
측정에 있어 최대 오차는 0.4%이었다. X축은 터널 중심선을 
따라 하류 방향을 향하며 Y축은 시험부의 상부를 향하고 
Z축은 평판의 왼편(port)으로 수평하게 놓인다. 각 축의 
원점은 평판의 뒷날끝에 위치하고 각 축은 평판의 길이로 
무차원하였다. 평판에 대한 항력 시험을 위해 터널 유속을 3, 
5, 6m/s으로 설정하였으며 평판 위 딤플의 밀도를 의미하는 
딤플 피드(feed = mm/revolution)를 0.07로 하여 딤플 
가공을 수행하였다. 이 때 생성된 딤플의 평균 직경은 약 
1.7 μm이었고 딤플의 평균 깊이는 0.1981 μm이었다.  

 
(a) Laterally dimpled-plate 

 
(b) Normal plate 

Fig. 3 Photos of the prepared flat plates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평판에서 나타나는 딤플 효과의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PIV를 이용하여 속도장(velocity 
fields)을 계측하였다. 속도장 측정을 위한 2차원 PIV 
시스템은 Nd:Yag 레이저(펄스 당 200mJ),  두 대의 CCD 
카메라, 카메라 이송장치, 영상처리 장치, 제어 및 계산용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한 CCD 카메라의 
해상도는 1024 x 1024 pixels이다. 레이저 평면광을 중형 
캐비테이션터널 시험부 아래에서 조사(illumination)하고 
시험부의 왼편에 카메라를 배치하여 40 x 40 mm2 크기의 
측정단면에서 속도장을 측정하였다. 산란입자로서 평균 3μm 
크기의 TiO2 (titanium dioxide)를 사용하였고 32 x 32 pixels 
크기의 미소조사구간을 50% 중첩하여 속도 벡터들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터널의 자유흐름 유속(U0)이 6m/s일 때 평판의 
뒷날끝(trailing edge) 주위를 PIV를 이용하여 가시화한 
것이며 시간평균한(time-averaged) X-방향 속도장을 
나타낸다. 딤플이 없는 일반 평판(normal plate)의 끝에서 

유동이 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X/L = 0부터 평판의 
후류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L은 평판의 길이를 
의미한다. 딤플이 형성된 평판과 일반평판의 시간평균 
X-방향 속도장들을 비교하면 딤플 평판 주위의 X-방향 
유속이 증가하면서 평판 뒷날끝 후방의 후류 폭(Y방향)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판 뒷날끝의 바닥면 
주위 경계층도 딤플이 있는 평판에서 더 촘촘하게(thin)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동 변화는 유속이 
3m/s로 감소되어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Fig. 5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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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mpled plate 

Fig. 4 Time-averaged X-directional velocity fields around 
trailing edge at U0 = 6m/s 
  

  평판 뒷날끝 주위 바닥면에 형성된 유동의 경계층을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X/L = -0.008에서 
X방향 속도 프로파일(profile)을 추출하였다. 자유흐름 
유속이 6m/s와 5m/s에서 모두 유사한 경계층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Y/L = -0.0006부터 바닥면까지 유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속도 프로파일을 가진다.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딤플이 있는 경우 바닥면 가까이에서 X-방향 속도가 



더 급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계층 내에서 
변위(displacement) 두께(δ*)와 모멘텀(momentum) 
두께(θ)를 계산하면 딤플이 있는 경우 더 낮은 값을 취하고 
있어 딤플이 없을 때 보다 X-방향 모멘텀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Table 1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변위 두께와 모멘텀 
두께의 비를 나타내는 형상 인자(shape factor) Hs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경계층에서 난류 경계층이 잘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으나 딤플이 있는 경우에 그 값이 더 작아져 난류 
경계층의 성질이 더 증강(augmentation)되었다. 자유흐름 
속도와 모멘텀 두께를 이용한 레이놀즈 수(momentum 
thickness Reynolds number) Reθ를 보게 되면 딤플이 있을 
경우 다소 낮은 레이놀즈 수를 보이나 딤플 형성에 관계없이 
모든 경계층에서 완전히 발달된 난류 경계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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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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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mpled plate 

Fig. 5 Time-averaged X-directional velocity fields around 
trailing edge at U0 = 3m/s 
 

 평판에 걸리는 총 저항을 6분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면 Table 2와 3의 CD(2D, balance) 값과 같이 딤플이 
형성된 평판의 항력 계수가 일반 평판에 비해 3 ~ 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oi et al.(2006) 등에 의하면 
골프공의 딤플이 국소적인 유동 박리와 전단층의 
불안정성을 일으켜 유동방향 난류 강도를 증가시키고 벽면 
근처의 강한 역(adverse) 압력 구배를 극복할 만한 높은 
모멘텀을 골프공 표면에서 양산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평판 위에 형성된 딤플이 난류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X-방향 속도 성분에 
대한 난류 강도를 계측하였다. 평판의 바닥 끝(X/L = 
-0.008)에서 두 개의 유속에 대해 난류 강도 값들을 
표시하였다. 평판의 바닥면을 의미하는 Y/L = 0 근처의 
영역을 살펴 보면 딤플이 X-방향 난류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려웠다. 유속 6m/s, 딤플 평판의 경우 Y/L = 0 
근처에서 다소 난류 강도가 증가되었으나 유속 5m/s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평판에서 난류 강도가 다소 
증가되었다. 본 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유속이 4 
m/s의 경우에는 두 평판의 난류강도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평판 표면에 가공된 
딤플이 난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으며 골프공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Boundary layer properties measured at X/L = 
-0.008 

Y/L (x100)

U
/U

0

-5 -4 -3 -2 -1 0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X/L=-0.008(non, 6m/s)
X/L=-0.008(dim, 6m/s)

 
Fig. 6 X-directional velocity profiles extracted at X/L = 
-0.008 and  U0 = 6m/s 

 
평판 후류에 대한 PIV 속도장 결과를 이용하면 평판에 

영향을 준 단면 저항을 이론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X-방향 

X 
velocity 

3m/s 5m/s 6m/s 

type non dim non dim non dim 
δ* 0.0078 0.0062 0.0066 0.0049 0.0060 0.0045 
θ 0.0048 0.0042 0.0045 0.0037 0.0043 0.0035 
Hs 1.659 1.490 1.469 1.304 1.380 1.282 
Reθ 19017 16646 22471 18687 26130 20989 



속도 프로파일은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X/L = 0.03과 
0.05에서 추출하였다. 단면 저항 D는 자유흐름 속도에 대한 
관심 영역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 = mass ́  (velocity change) / time  (1) 
D = òò - dAUUU )( 0r    (2) 
여기서 U는 후류 속도(wake velocity)이고 dA는 유동에 

수직한 면에서의 극소 면적(differential area)이다. r는 
청수(fresh water)의 밀도이다. 항력계수는 

SLU

D
CD 2

05.0 r
=    (3) 

로 나타낼 수 있는데, S는 평판의 스팬(span) 길이를 
의미한다. (3)식에 (2)식을 대입하여 적분 형태로 바꾸면 

 òò -= dyUUU
LU

S
CD )(

2
02

0

  (4) 
가 되는데 dy는 Y 방향 길이의 극소 길이를 나타낸다. 수치 
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4)식은 다음과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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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식을 이용하여 항력 계수를 구하면 Table 2와 3에 

보인 값 (2D, PIV)들을 얻을 수 있다.  
 

Table 2. Profile drag coefficients measured in this study 

 
Table 3. Drag reduction rate in terms of profile drag 
coefficients 

X velocity 3m/s 5m/s 6m/s 
2D, balance (%) 3.08 3.71 4.60 
2D, PIV (%) 3.78 4.86 6.87 

 
해당 표에는 X/L = 0.05에서 계산한 값만을 표시하였는데 

이 값들은 X/L = 0.03에서 얻은 값과 유사하다. 결과를 보면 
6분력계로 측정한 항력계수와 X/L = 0.05에서 PIV를 통해 
계측한 항력 계수의 값에 약 30%의 차이를 보인다. 
이론적인 계산이 실제 항력 측정값 보다 다소 과장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으나 항력 감소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항력 감소율을 살펴 보면 유속을 증가시킴에 
따라 PIV 속도장으로 계산하여 얻은 감소율이 6분력계를 
통해 얻은 감소율 보다 더 급하게 증가하는 것을 Fig. 9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속도장을 측정한 후 후류 조사(wake survey)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단면 저항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 값들은 
정성적인 항력 추정에 불과하며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실제 
항력 값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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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xial turbulence intensity profiles extracted at X/L = 

-0.008 and U0 = 6m/s 

Y/L (x100)

U
/U

0

-5 -4 -3 -2 -1 0 1 2 3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X/L=0.03(non, 6m/s)
X/L=0.03(dim, 6m/s)

 
(a) At X/L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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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X/L = 0.05 

Fig. 8 Axial velocity profiles at wake region of U0 = 6m/s case 
 

X velocity 3m/s 6m/s 
type non dim non dim 
CD(2D, 
balance) 

0.01257 0.01124 0.01100 0.01049 

CD(2D, PIV) 0.00856 0.00823 0.00792 0.00743 



즉, 2차원 이론 해석을 통해 얻은 항력 계측 결과들을 
설계 자료로써 정량적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딤플 표면이 평판 표면 위 X-방향 모멘텀을 증가시키면서 
평판의 단면 저항을 3 ~ 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는 흥미롭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유속의 증가에 따라 
항력 감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유속의 증가, 즉 레이놀즈 수의 증가는 표면 
코팅이나 처리(treatment)에 의한 항력 감소 효과를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력 감소 효과가 물체의 표면 조건 보다는 
표면 위의 일관적(coherent) 난류 구조의 스위프 
거동(sweep event)이나 헤어핀(hairpin) 보오텍스의 제어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Choi, et al., 1994, 
Kang and Choi, 2008). 따라서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 
일관된 난류 구조를 직접 제어함 없이 표면 딤플 처리를 
이용하여 4.6% 정도의 항력 감소를 지속적으로 얻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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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drag reduction rate according to 
measurement techniques and flow speed 
 

딤플 처리된 표면이 항력 감소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딤플이 처리된 시편의 표면에너지를 
측정하였다. Table 4는 딤플이 처리된 시료와 그렇지 않은 
시료에 미세 물방울 40ml를 떨어뜨려 얻은 접촉각(contact 
angle) 계측 결과와 계산된 표면 에너지를 나타낸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딤플이 처리된 경우 최대 17% 정도 
접촉각이 높아져 소수성(hydrophobicity)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딤플 표면의 에너지와 단면 저항 계측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제공한 딤플 패턴이 평판 
위 벽면 경계 조건에 영향을 주어 경계층 내 X-방향 
모멘텀을 증가시키고 단면 저항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딤플 표면 위의 경계조건 변화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추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4. Results of the contact angle and the surface energy 
Type Contact angle(°) Surface 

energy(mJ/mm2) 
Normal 60.3 107.6 
Dimple 70.6 95.9 

 

 
(a) Normal plate 

 
(b) Dimpled plate 

Fig. 10 Measurement of contact angl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평판 표면에 가공된 딤플의 영향을 

항력 감소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평판의 날개끝 근처의 
유동장을 계측하여 난류 경계층 및 후류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딤플에 의해 난류 경계층의 성질이 
증강되었으나 주유동 방향 난류 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6분력계 및 후류 속도장 결과를 이용하여 단면 
저항 값을 얻었으며 유속의 증가에 따라 항력 감소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대 항력 감소율은 4.6%로써 
난류 경계층 내 주유동 방향 모멘텀의 증가가 단면 저항 
감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딤플 표면의 낮은 표면에너지로 
인한 벽면의 경계조건 변화가 난류 경계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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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 예측 시스템 
 

강민석1, 김용욱1, 정현1,† 

카이스트 기계항공시스템공학부 해양시스템전공1 
 
 

요 약 
 

해상에서 부유체 운동을 예측하는 기술은 부유체의 안전 및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
이다. 부유체는 파랑의 변화에 따라 동역학적이며, 비선형적 운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
한 유체역학적 모델이나, 부유체 운동방정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의 실시간 예측은 매우 어렵다. 인공
신경망은 비선형적 특성 및 동역학적 거동에 대한 즉각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부유체 운동을 예측하
는데 적합하지만, 학습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잘못된 예측 값을 출력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의 예측을 위하여 NARX(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eous input)를 이용하여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잘못된 예측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유체의 RAO 
특성을 이용한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시스템를 NARX를 이용한 예측시스템에 결합시켰다. 또한 결합된
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유체 운동의 예측성능을 시뮬레이션 하였고, 부유체 운동 해석 소프트웨어와
의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Keyword: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부유체 운동 예측(Ship motion prediction), NARX (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eous input), Hybrid Network 
 

1. 서 론 
 
해상에서 부유체 운동을 예측하는 기술은 부유체의 안전 및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특히 해상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해상운송의 중요성의 증대 및 해양플랜트 
사업의 성장 등은 해에 따라 해상에서의 부유체 작업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유체는 파랑의 변화에 
따라 동역학적이며, 비선형적인 운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유체역학적 모델이나, 부유체 운동방정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의 실시간 예측은 매우 어렵다. 그에 비해 
인공신경망은 비선형적 특성 및 동역학적 거동에 대한 즉각적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부유체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적용하였다. 특히 부가질량, 댐핑 계수 등의 
비선형 계수의 추정 이나, Roll 운동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이 적용되었고 (Ayman, 2004; Fernando, et al., 
2011; Bae, 2009) 비교적 실제 값과 근사한 예측 값을 
계산하였다. 인공신경망은 학습을 통한 네트워크 내의 가중치의 
조절을 통해 근사 값을 예측하는 확률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부유체 운동의 예측에 있어 인공신경망을 이용할 경우 복잡한 
수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학습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잘못된 예측 값을 출력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유체 운동의 예측을 위해 
인공신경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의 충분한 학습뿐 
아니라, 임의의 입력요소에 대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잘못된 
예측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의 실시간 예측을 위하여 
NARX (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eous input)를 
이용하여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임의의 입력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방지하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선형 부유체 운동방정식 
을 NARX를 이용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에 결합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2. 인공신경망 
 

2.1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적인 신경모델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시스템 내의 
대상에 대한 분류 및 값의 근사화 등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uykens, et al., 1996). 인공신경망은 각 층에 존재하는 뉴런들 
간의 상호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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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층 사이에 존재하는 가중치 조절을 통해 선형 및 비선형 
시스템의 식별을 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Ameer, et al., 2004).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구조는 Fig. 1와 같이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1 The structure of multi-layer Perceptron 
 
입력층(input layer)에는 주로 외부로부터의 환경요소가 

입력으로 들어온다. 입력요소는 은닉층(hidden layer)을 거쳐, 각 
층에서의 가중치들 값들과 결합되어 출력 값을 발생시킨다. 
은닉층(hidden layer)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존재하는 층으로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분류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은닉층(hidden layer)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은닉층(hidden layer) 내의 뉴런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 복잡해 짐에 따라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 
국부 최적해에 빠질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뉴런의 
개수 및 층의 개수를 선정하는 것 또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인공신경망의 출력 뉴런으로부터 얻어지는 값은, 입력 요소에 
대한  예측 값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kkjjjii bwbwxffOutput ++=  (1) 

ix
 

: 외부로부터의 입력 
jiw ,

kjw : 각 층에서의 가중치 
jib ,

kjb
 
: 각 층에서의 바이어스 

f(·)  : Activation Function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activation function은 대개 미분 

가능한 비선형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가 된다. 
 

1)(0,
exp(-net)1

1
  f(net) <<
+

= netf  (2) 

인공신경망의 네트워크 내의 변수들 중에서 각 층에서의 
가중치는 모르는 값이다. 즉, 인공신경망으로부터 나오는 출력 
은 가중치의 반복적인 조절을 통하여 목표 값과 가까워진다. 이 
때 가중치의 조절을 위해 역전파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목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로 인해 생기 
는 에러 값을 통해 정의되는 목적함수를 최소화 시키는 gradient 
descent method에 기초한다.  
 

2.2 NARX 모델 
 
 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eous input(NARX)는 입력과 
출력 간의 비선형 맵핑을 통하여 시간의존적인 동역학적 모델에 
대해서 성공적인 예측 값을 제공한다. NARX의 구조는 크게 
open loop mode와 closed loop Mode로 구분된다(Jose, et al., 
2008). 
 

 
Fig. 2 Open loop NARX Network (Jose, et al., 2008) 
 

 
Fig. 3 Closed loop NARX Network (Jose, et al., 2008) 
 

Fig. 2에서 나타내고 있는 open loop NARX는 외부 입력의 
time history 정보와 기대 출력 값의 time history 정보가 입력 



요소로 함께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비선형 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p)]-u(n,…1),-u(nu(n),

 q),-(ny,…1),-(ny(n),f[y DDD  (3) 

 여기서 u(n)과 yD(n)는 각각 시간 n에서의 입력 값과 기대 출력 
값을 나타내며, p와 q는 각각 입력의 time history 정보와 출력의 
time history 정보의 memory order를 나타낸다. open loop 
NARX는 피드백 경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losed loop 
NARX 와 비교하여 빠른 학습이 가능하며, 정확한 출력 값을 
이용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피드백 경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one-step에 대한 예측만 가능하다. 
 반면에, Fig. 3에서 나타내고 있는 closed loop NARX의 경우는 
입력 값의 time history 정보와 함께 시스템으로부터 얻게 되는 
출력 값의 time history 정보가 입력 요소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비선형 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p)]-u(n,…1),-u(nu(n),

 q),-(ny,…1),-(ny(n),f[y AAA  (4) 

 여기서 u(n)과 yA(n)는 각각 시간 n에서의 입력 값과 
시스템으로부터의 출력 값을 나타내며, p와 q는 각각 입력과 
출력의 memory order를 나타낸다. open loop NARX가 기대 
출력의 time history 정보를 이용하는데 반해, close loop 
NARX의 경우 네트워크의 출력층으로부터 피드백 되는 값을 
입력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출력에 의존적인 시스템에 
대한 multi-step의 예측에 있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Tsungnan, et al., 1996). 하지만, 시스템의 피드백 경로의 
존재로 인해, 학습 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체 운동의 예측을 위하여 두 가지 모드의 
NARX 네트워크를 모두 사용한다. 즉, 네트워크의 학습 시에는 
open loop NARX를 이용한 빠른 학습을 수행하고, 부유체 
운동의 예측 시에는 closed loop NARX를 이용함으로써 
multi-step에 대한 부유체 응답의 예측을 수행하였다. 
 

3.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개발 
절차 

 
3.1 가정 

  
 부유체 운동의 실시간 예측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였다. 먼저 불규칙 파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계측되고,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즉, 인공신경 

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의 예측에 있어 불규칙 파의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입력 정보이다. 따라서 미리 알고 있는 불규칙 
파의 데이터와 부유체 운동의 응답의 time history 정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운동을 미리 예측한다. 또한 실험 부유체는 
계류 등으로 인한 구속조건 이 없는 free body이다. 
 

3.2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부유체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Fig. 4 Procedure of ship motion prediction system development 

 
Fig. 4는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부유체 운동 예측 
시스템이 인공신경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입력과 기대출력의 셋으로 구성 된 학습데이터를 먼저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을 구성하여, 앞서 생성한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학습 및 예측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이후에 실제 
실험을 통해 얻은 부유체 응답 결과와 부유체 운동 예측 
시스템으로부터의 예측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시스템의 예측 
성능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4. 실험 데이터의 형성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의 예측을 

위한 실험 데이터로서, 선형 중첩을 통해 생성된 불규칙 파와 
이로 인해 생기는 부유체의 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불규칙 
파에 대한 부유체의 응답 데이터는 부유체 운동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AQWA를 통해 얻었다. 
 

4.1 해석모델 
 
실험 데이터의 형성 및 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해석 모델로서, 

모델 해석이 비교적 간단한 직육면체 모델을 이용하였고, 후에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사용될 실험 
수조와 동일한 환경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5는 ANSYS 
AQWA에서 해석을 위해 모델링 된 직육면체 해석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Fig. 5 Analysis model 

 
Table 1 Properties of analysis model 

Dimension 150´65´30 cm 
Mass 146 kg 

Displacement 15 cm 
 

4.2 실험데이터의 조건 
 

실험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험 시에 사용될 수조에서 
생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규칙 파를 생성하였다. 불규칙 
파로부터 발생하는 부유체의 응답데이터는 부유체의 응답해석 
소프트 웨어인 ANSYS AQWA를 이용하여 얻었다.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유체로 다가오는 불규칙 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며, 이 정보가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입력 정보로서 이용된다. 따라서 
실험데이터의 구성은 Time Step에 따른 파의 진폭정보를 
나타내는 불규칙 파 정보를 입력으로 하고, 파에 따른 부유체의 
응답정보를 기대 출력으로 하는 실험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이 
때 실험데이터는 인공신경망을 기초로 한 시스템의 학습 및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Table 3 Range of wave and response 

Size 15´10´1.5 cm 
Water depth 0.5 m 

Wave frequency 0.3 – 1.5 Hz 
Wave time 0 – 1000 sec 

Wave direction 30° 
Ship motion response time 0 -1000 sec 

Time Step 0.1 sec 
 

5. 부유체 운동 예측 시스템 
 
5.1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을 기초로 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Fig. 6은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이 때 시스템은 부유체의 6자유도 운동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NARX 네트워크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네트워크 
로부터의 출력은 피드백 되어, 다음 Step의 예측 시에 입력요소 
로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입력 및 출력 요소 들의 Time History 
정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네트워크 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의 입력 및 출력으로부터 각각 25개와 
20개의 Time History 정보를 입력요소로서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은닉층의 뉴런 수는 10개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6 Ship motion prediction system 

 
5.2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학습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네트워크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의 뉴런 층 사이에 존재하는 가중치의 조절을 통해 기대 출력과 



네트워크로부터의 얻어지는 출력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빠른 학습을 
위하여, Open Loop NARX를 이용하였고, 학습 방법은 Newton 
Method의 변화된 형태로서 안정적으로 최적 해를 찾아주는 
Levenberg-Marquardt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입력 값으로는 파의 진폭에 대한 Time History 정보와, 부유체의 
6자유도 응답의 Time History 정보를 입력요소로서 함께 
이용하였다. Fig. 7은 Open Loop NARX를 이용한 학습과정에서 
시스템으로부터 들어가는 입력 요소와, 시스템을 통해 출력되는 
요소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Fig. 7 Training input and output of prediction system 
 

5.3 예측 결과 
  

Open Loop NARX를 통해 수행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학습을 바탕으로, 시스템 내의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한 예측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Multi-Step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Open 
Loop NARX를 통해 학습 된 정보를 바탕으로, Closed Loop 
NARX를 구성하였고, Fig. 8에서 Fig. 12는 학습 이후에 수행된 
부유체 운동 예측 성능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위의 
그래프는 기대 출력 값에 대한 예측 시스템으로부터의 예측 
값을 나타내고, 아래의 그래프는 기대 출력 값과 예측 시스템으 
로부터의 예측 값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에러 값을 나타낸다. 
 

 
 Fig. 8 Prediction of surge motion 

 

 
Fig.9 Prediction of sway motion 
 

 
Fig. 10 Prediction of heave motion 
 

 
Fig. 11 Prediction of roll motion 
 



 
Fig. 12 Prediction of pitch motion 
 

 
Fig. 13 Prediction of yaw motion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을 이용한 부유체 운동의 예측 결과, 
각각의 운동에 대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좋은 예측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8-13에서 보듯이 약 10초 동안 기대 출력에 
근사한 출력이 예측되었다. 특히 비선형 특성이 강한 Roll 
운동에 대한 예측에 있어 성공 적인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예측의 정확도는 예측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대 출력과 의 오차가 존재하는 시스템의 예측 
값이 다음 예측을 위해서 피드백 되어 입력요소로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오차 값도 점점 증가하게 되며, 결국 시스템의 예측 
성능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위와 결과 값과 같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경우 10초 이후의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점점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의 부유체 응답의 실시간 예측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예측 시간에 따른 오류의 증가를 방지를 
통한 실시간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 실시간 
학습을 통한 부유체 운동의 실시간 예측을 수행하였다. 

5.4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실시간 학습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시스템의 목적은 파도에 따라 변하는 
부유체 운동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앞선 결과에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은 약 10초 이후부터 그 결과 값의 
오류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으로부터 부유체 운동의 실시간 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측 오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하여 실시간 학습 
과정을 시스템에 추가하였다. 여기서 부유체 응답의 측정 
데이터는 부유체 운동 계측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Fig. 14 Ship Motion Prediction System with Real-Time Learning 
 

처음에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Fig. 14의 다이어그램이 나타내는 것처럼 예측과 학습 과정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 이 때 학습은 부유체 운동의 예측시점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실시간 학습을 
통한 부유체 운동의 예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류가 
증가하는 현상이 없이, 지속적으로 실제의 부유체 응답과 
근사한 값을 예측할 수 있다.  
 

5.5 실시간 학습에 따른 예측 성능의 평가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실시간 학습이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40초 동안에 발생하는 불규칙 파에 
대해 발생하는 부유체 응답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Fig. 15  Prediction time and learning time for each stage 



Fig. 15는 각각의 단계마다 사용된 학습데이터의 사용범위와 
학습과 예측 시간을 나타내었으며, 결과적으로 40 – 80초 
동안의 실시간 학습 및 예측 과정이 수행되었다. Fig. 16에서 
Fig. 21은 실시간 학습을 통한 부유체 운동의 실시간 예측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6 Prediction of surge motion with learning process 
 

 
Fig. 17 Prediction of sway motion with learning process 
 

 
Fig. 18 Prediction of heave motion with learning process 
 

 
Fig. 19 Prediction of roll motion with learning process 
 

 
Fig. 20 Prediction of pitch motion with learning process 
 



 
Fig. 21 Prediction of yaw motion with learning process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실시간 학습과 함께 실시간 예측을 
수행한 결과, 시간의 증가에 따른 오차의 증가 없이 지속적으로 
실제의 응답과 근사한 결과 값이 예측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의 부유체 운동의 예측에 있어, 좀 더 먼 미래의 부유체 
응답의 예측을 위해서는 학습 이후에 시스템으로부터 실제와 
근사한 예측이 되는 시간의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6. Hybrid Network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시스템의 예측을 수행할 경우 비선형적인 
요소에 대하여 성공적인 예측을 수행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스템이나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embedded 
system에서의 instruction memory address를 예측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을 이용할 경우, 많은 데이터 양으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감소되는 문제를 Self-Organizing Map(SOM)과 
recurrent Neural Network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예측의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Sofien, et 
al., 2005). 또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에 있어, 입력 정보에 
대해 적절한 학습 타입을 선정하고, 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및 성능의 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Yuhua, et al., 2010).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에 
기초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예측을 방지하고, 실시간 학습 이후에 시스템으로부터 실제와 
근사한 예측이 수행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NARX를 
이용한 부유체 운동 예측 시스템에 실험 부유체의 RAO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 시스템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을 제안하였다. 

 
6.1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 시스템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 시스템은  부유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RAOs(Response Amplitude Operators)와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된 파의 진폭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부유체의 응답을 
예측한다.  
 

 
Fig. 14 The Procedure of Ship Response Estimation about 
linear assumption based on RAOs 
 

Fig. 14는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 시스템을 통한 부유체 
응답의 예측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실시간으로 얻는 시간 
도메인의 파 진폭 데이터를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두 데이터 간의 연산을 통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부유체 응답 값을 계산한다. 

 
)(

WRWR AA)(A)(A WRWR jjj eee qqqq +=  (5) 

Rq,AR
  : Distance/Rotation and Phase Angle of RAOs 

Wq,AW  
: Amplitude and Phase Angle of Wave Data 

W : Angular Velocity 
 
주파수 도메인에서 계산된 값은 푸리에 역변환을 통하여 시간 

도메인에서의 부유체 응답 값으로 변환된다.  
 

6.2 Hybrid Ship Motion Prediction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은 
기존의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과 부유체의 RAO 정보를 바탕 
구성된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시스템의 결합을 통하여 구성된다. 
 



 
Fig. 15 Hybrid Ship Motion Prediction System 
 
 각각의 시스템은 동일하게 불규칙 파에 대한 입력을 받고 되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예측은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으로부터 
수행된다. 이 때,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시스템으로부터의 
출력되는 결과는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으로부터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스템으로부터의 출력된 결과를 내보낼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으로부터 예측 된 
결과가 얼마까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두 시스템으로부터의 예측 값의 비교오차가 일정 
값 이상일 경우 예측된 결과를 내보내는 것을 중지시키며, 
불규칙 파 데이터에 대한 부유체 운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유체 선형 응답 예측 시스템은, 직접 결과 값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필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두 시스템 사이의 예측 오차가 20 % 
이상이 될 경우 결과 값을 오류로 인식하여, 잘못된 예측을 
출력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7.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NARX를 이용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을 

구성하여 그 성능을 평가해보고, 부유체 운동에 대한 실시간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간 학습을 통한 실시간 
예측을 통해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이 부유체 응답에 대하여 
실제의 값과 근사한 값을 출력함을 보였다. 또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으로부터의 잘못된 응답에 대한 감지 및 실시간 학습 
이후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실제 응답과 유사한 부유체 응답의 
예측을 위하여 부유체의 RAO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부유체 
선형응답 예측 시스템을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해보고, 잘못된 예측의 감지 및 
정확한 예측시간의 증가여부를 평가해보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하여, 부유체 운동 예측시스템의 
성능을 검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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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병렬 처리 기술을 이용한 격자 볼츠만법 기반  
부유체 거동 계산 시뮬레이션 

 
하솔(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구남국(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이규열(서울대학교 

산업조선해양공학부)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부유체의 거동 해석을 위해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한 격자 볼츠만 모델(Lattice Boltzmann model)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부유체를 2차원 상의 단면에 존재하는 강체로 가정하고 단면을 정사각형의 규칙적인 격자로
분할하였으며, 격자 상에 위치한 각 node는 인접한 8개의 node로 향하는 입자를 가질 수 있다. 각 node 상에 위치한 유체
입자는 격자 볼츠만 방법의 원리에 따라 충돌(colliding)과 흐름(streaming)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운동한다. 강체가 떠 있는
자유 표면의 경계 조건과, 강체와 유체가 맞닿은 표면의 경계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격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node를 fluid, 
interface, air, obstacle 등의 네 가지 type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계 조건을 기반으로 각 node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였다. 
격자 볼츠만 방법은 각 node 에서 발생하는 유체 입자들 사이의 국소적인 상호 작용을 동일한 규칙으로 정의하고, 매 단위
시간마다 전체 node들의 상태를 한꺼번에 계산하므로 병렬 처리에 적합하다. 따라서 제안한 모델에 GPU 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시켰다. 제안한 격자 볼츠만 모델과 경계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2차원
상에서 수면에 떠 있는 강체에 대한 거동 계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Keywords: Lattice Boltzmann method(격자 볼츠만 방법), Floating object(부유체),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자유 표면 경계 조건), 
Parallel processing (병렬 처리)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유체의 유동 현상에 대한 수치적인 연구는 유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
존의 거시적(macroscopic) 관점의 유동 해석 모델은 
Navier-Stokes 방정식과 같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이산
화(discretize)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방법은 유체의 유동 현상을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계산량이 많거나 계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점
이 있다. 

격자 볼츠만 방법(Lattice Boltzmann method; LBM)은 미
시적 관점(microscopic)과 거시적 관점의 중간 형태
(mesoscopic)로 운동학 이론(kinetic theory)을 기반으로 하
는 Boltzmann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체 입자의 확률 분포 변
화를 통해 유체의 유동을 모사하는 수치 해석 방법이다. 기
존의 거시적 관점의 유동 해석 모델이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을 이산화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는 것에 반해, 격자 볼츠
만 방법은 선형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의 방법보
다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산 과정이 각각의 
격자점(node)에서 이루어지므로 다수의 컴퓨터, 혹은 병렬 
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병렬화 하는 데 용이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유체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유체의 유동 현상을 격자 볼츠만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
행하였다. 그리고 계산 속도 향상을 위해 격자 볼츠만 방법
에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1.2 관련 연구 현황 

격자 볼츠만 방법은 격자 가스 오토마타(lattice gas 
automat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체의 유동을 통계적으
로 접근한 Boltzmann 방정식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소개된다. 
유체 해석 분야에는 McNamara와 Zanetti(1988)에 의해 처
음으로 이용된다. 격자 볼츠만 방법은 매우 간단한 선형적인 
식을 이용하여 유체의 유동 현상을 해석한다는 장점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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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균일 격자로 공간을 이산화하기에 경계 조건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곡선 또는 곡
면 형태로 주어지는 임의 형상의 딱딱한 벽(solid wall)에 대
한 경계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Filippova와 Hanel(1998), 
Mei 등(1999, 2000)은 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한 경계 조
건을, Guo 등(2002)은 extrapolation을 이용한 경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Lallemand와 Luo(2003)는 격자 볼츠만 방
법에 대해 유체 내에서 움직이는 강체에 대한 경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2개의 매질이 만나 형성되는 자유 표면에 대한 경계 조건
은 Gunstensen 등(1991)과 Gustensen과 Rothman(1992)
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각 매질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하고 각 색상에 대한 격자 볼츠만 모델을 구분하는 방식
으로 자유 표면에 대한 경계 조건을 표현하였다. Thurey와 
Rude(2004, 2009), Thurey 등(2005)은 공기와 유체가 만나 
생성되는 자유 표면에 대한 경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공기와 유체가 존재하는 격자점(node)의 type을 fluid, air, 
interface로 구분하고 각 격자점에 유체가 채워져 있는 비율
(fill level)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유 표면에 대한 경계 조건
을 모사하였다. 

격자 볼츠만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유체의 유동으로부터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다. He 등(1996), He와 Doolen(1997), Mei 등
(2002)은 경계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적분하는 전통적인 방
식은 stress integration approach 방법을 제시하였다. 반면 
Ladd(1994), Behrend(1995)는 경계면에서 유체의 밀도 분
포 함수가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한 momentum transfer 
approach 방법을 제안하였다.  

격자 볼츠만 방법은 공간을 균일 크기의 격자로 구성하고 
계산 과정이 각각의 격자점(node)에서 이루어 지므로 병렬 
처리에 적합하다. 따라서 격자 볼츠만 방법의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병렬 처리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Korner 등(2006), 
Pohle(2008), Tolke(2010), Tubb(2010), Jansen과 
Krafczyk(2011)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에서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법이 도입하여 격자 볼츠만 방법의 계산 속도 
향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유체의 운동에 관한 연구는 Bogner(2009)와 Bogner와 
Rude(2012)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들은 기존의 Thurey와 
Rude(2004, 2009), Thurey 등(2005)이 제안한 자유 표면 
경계 조건과 Lallemand와 Luo(2003)이 제안한 유체 내에서 
움직이는 강체에 대한 경계 조건을 도입하여 수면에 떠 있는 
강체에 대한 경계 조건을 모사하였다. 이로부터 강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하기 위해 momentum transfer 
approach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Bogner(2009), Bogner와 Rude(2012)등이 
제안한 격자 볼츠만 모델에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법을 도입하여 계산 속도를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격자 볼츠만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Bogner(2009)가 제안한 부유체에 대한 
격자 볼츠만 모델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GPU 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격자 볼츠만 방법에 
적용한 내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서 서술한다. 

 
 

2. 격자 볼츠만 방법 
 

2.1 격자 볼츠만 방정식 
격자 볼츠만 방정식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거동을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Boltzmann 방정식을 이산화 하여 도출
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Mohamad, 2011). 

 ( +  ,  + ) − (, ) = Ω(, )     (1) 
 
여기서 (, )는 위치 와 시간 에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입자들의 밀도 분포를 의미하는 함수 값이며, 는 이
웃 방향으로의 단위 시간 당 이동 속도, 그리고 는 단위 
계산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충돌 연산자(collision 
operator) Ω(, )는 시간 에서  에 위치한 격자 내의 입
자들이 충돌하여 변화하는 밀도의 양을 의미한다. 

격자 볼츠만 방정식에서 충돌 연산자 Ω(, )는 유체 내
의 입자들의 충돌 과정을 모사하기에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
진다. Qian 등(1992)은 Boltzmann 방정식을 대상으로 
Bhatnagar 등(1954)이 제안한 다음의 충돌 연산자 Ω(, )
를 도입하여 격자 볼츠만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Ω(, ) = − 1 (, ) −  ,(, )     (2) 
 
여기서  , 는 평형 상태에서 각 방향으로의 밀도 분포 

함수를,  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완화 시간
(relaxation time)을 의미한다. 식 (1)과 식 (2), 그리고 각 방
향으로의 단위 시간 당 외력 를 이용하여 표현한 격자 볼
츠만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 (, ) −  ,(, ) −      (3) 



 
평형 상태까지의 완화 시간 와 평형 상태에서의 각 방향 

밀도 분포 함수  , 는 격자의 종류와 지배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식 (3)을 충돌(colliding)과 흐름(streaming)의 과
정으로 분할하면 식 (4), (5)와 같다. 

 (, ) = (, ) − 1 (, ) −  ,(, ) −      (4) ( +  ,  + ) = (, )	     (5) 
 

2.2 격자의 종류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공간을 이산화하는 격자(lattice)는 

모두 균일한 크기의 격자로 구성된다. 1차원에서는 단위 길
이의 선분을 이용하여 격자가 구성되며, 2차원에서는 정사각
형, 그리고 3차원에서는 정육면체를 이용하여 격자를 구성한
다. 

격자의 종류는 격자 상에서 입자들이 이동 가능한 이웃 
격자의 방향과 개수에 따라 구분된다. 2차원의 경우 Fig. 1과 
같이 이웃으로의 방향에 따라 구분되며 차원을 의미하는 이
니셜 “D”와 이동 가능한 방향의 개수를 의미하는 “Q”를 조
합하여 이름을 붙인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평면 상에서 현
재 위치와 8개의 이동 방향을 가지는 D2Q9 형태의 격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공간을 이산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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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사용하는 2차원 격자의 종류 

 
2.3 지배 방정식과 격자 볼츠만 방정식의 연관 관계 

본 논문에서는 격자 볼츠만 방법을 이용하여 부유체의 거
동을 해석하고자 한다. 지배 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 (∇ ⋅ ) = − 1 ∇ + ∇ +      (6) 
 
격자 볼츠만 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의 관계는 

Chapman-Enskog Expansion을 이용하여 증명된다 
(Wolf-Gladrow, 2005; Mohamad, 2011). 이 때 이 두 방정
식의 연관 관계에 의해 완화 시간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12  	     (7) 

 
여기서 는 viscosity,  = /3이며, 이 때 는 격자의 

단위 크기를 나타낸다.  
평형 상태 밀도 분포 함수  ,는 Maxwell 분포를 속도에 

대해 Taylor 전개하여 속도의 2차항까지 나타내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Wolf-Gladrow, 2005; Mohamad, 2011).   , =  1 +  ⋅  + ( ⋅ )2() − 2     (8) 

 
이 때 속도 벡터  =  ⋅  이며, 는 방향 이웃 격자

로의 단위 벡터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Table 1 D2Q9 격자에서 이웃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정의   
0 (0, 0) 

1, 2, 3, 4 (±1, 0) 
5, 6, 7, 8 (±1, ±1) 

 
각 방향으로의 외력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2()      (9) 
 
평형 상태 분포 함수  ,와 외력 를 계산하기 위해 격

자의 각 방향으로의 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able 2 D2Q9 격자에서 가중치 의 정의   
0 4/9 

1, 2, 3, 4 1/9 
5, 6, 7, 8 1/36 

 
본 논문에서는 부유체의 거동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앞

서 설명한 격자 볼츠만 방법은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
반한 일반적인 유체의 거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대
상으로 한다. 그러나 부유체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강
체가 떠 있는 자유 표면(free surface)에 대한 경계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강체 표면과 유체가 맞닿아 있는 부분의 경
계 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유체의 움직임에 따라 강
체에 작용하는 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부
유체의 거동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과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강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
명한다. 

 



3. 부유체의 거동 해석을 위한 격자 볼츠만 
방법 

 
부유체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유체가 떠 있는 수

면에 대한 경계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유체의 거동
에 따라 강체의 표면과 유체가 만나는 표면에 대한 경계 조
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는 유체의 유동에 의해 강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격자 볼츠만 방법을 이용하여 부유체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에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항목에 대해 설
명한다. 

 
3.1 자유 표면 경계 조건 

격자 볼츠만 방법은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체와 공기가 만나서 생성되는 자유 표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기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경계 조건
을 설정해야 한다. Korner 등(2005)은 유체와 공기가 만나는 
자유 표면의 특성을 격자 볼츠만 방법으로 묘사하기 위해 격
자점의 종류를 유체에 해당하는 fluid node과 공기에 해당하
는 gas node로 구분하고, 또한 이 들이 만나는 경계면을 
interface node로 표기하였다. Bogner(2009)는 자유 표면에
서 움직이는 강체를 고려하기 위해 이에 추가하여 강체에 해
당하는 obstacle node을 추가로 정의하였다.  

Fluid

Interface

Gas

Figure 1 자유 표면 경계 조건을 표현하기 위한 격자 종류 구분 
방법 

 
자유 표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유체 사이의 경

계면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의 자유 표면은 공기와 유체가 
만나는 경계면을 의미하며,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는 유체의 
움직임 만을 고려하고 공기의 흐름은 무시하기로 한다. 

자유 표면의 이동에 따라 격자점은 매 시간마다 node 
type이 fluid, interface, gas 로 변경된다. 자유 표면의 정확
한 위치에 따라 interface node는 유체가 채워져 있는 정도
를 표기하는 fill level (, )가 변화한다. Interface node의 
fill level은 격자점에 채워져 있는 유체의 량 (,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10) 
 
흐름(stream) 단계에서 interface node는 주변의 fluid 

node와 gas node의 영향에 따라 채워져 있는 유체의 량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 )에 따라 변화한다.  

 Δ(, ) 
=  0( +  , ) − (, )12 [(, ) + ( +  , )][( +  , ) − (, )] 	 	 +  ∈   (11)

 
여기서 G, L, I는 각각 gas, fluid, interface node를 의미한

다. 따라서 interface node 내에 존재하는 유체의 변화량 (, ) = ∑(, )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자유 표면은 고정된 경계 면이 아니기에 매 시간마다 경

계면의 위치가 변화한다. 따라서 자유 표면에 위치한 
interface node의 fill level은 식 (10)과 (11)에 의해 변화한다. 
만약 (, ) ≥ 1이면 유체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이며 이 
때 interface node는 fluid node로 전환된다. 반대로 (, ) ≤ 0 이면 유체가 없는 상태로서 interface node는 
gas node로 전환된다.  

InterfaceFluid Gas

neighbor converts to gas

neighbor converts to fluid

 ≤ 

 ≥   
Fig. 2 Possible state changes for the interface layer (Bogner, 
2009)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유체의 움직임 만을 고려하고 공기

의 흐름은 무시할 경우, 흐름(stream) 단계에서 유체 입자가 
이동하면서 자유 표면 경계 너머로 유실 되는 현상이 발생한
다. 따라서 자유 표면 경계 조건에서는 이를 보완해주는 경
계 조건을 추가해 줘야 한다. Korner와 Thies(2004)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유 표면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  를 이
용하여 경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 ) =  , , () +  ,  , ()− (, )     (12) 

 
여기서  는 gas의 밀도를 의미하며 자유 표면의 곡률 (, )과 표면 장력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ohl, 2008). 
  = 3 + 6(, )     (13) 
 
 



3.2 움직이는 강체의 표면 경계 조건 
본 절에서는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움직이는 강체에 대한 

경계 조건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 때 강체는 딱딱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유체 입자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딱딱한 재질의 벽(solid wall)에
서 미끄러짐이 없는(no-sip) 경우 유체 입자가 벽과 탄성 충
돌을 한 후 다시 튕겨 나오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14) 
 
Ladd(1994)는 벽(solid wall)이 속도 로 움직일 때의 경

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때 는 유체의 밀도
이다. 

 (,  + ) = (, ) + 6  ⋅      (15) 
 

3.3 부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 계산 
자유 표면 상에서 운동하는 부유체에는 유체의 유동에 의

해 발생하는 유체력이 작용된다. 격자 볼츠만 방법은 유체의 
유동을 각 격자점에서 국부적으로 계산하기에 이를 이용하
여 부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Ladd(1994), Behrend(1995) 등이 제시한 
momentum exchange approach를 이용하여 격자 볼츠만 방
법으로부터 부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한다.  

Momentum exchange approach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움
직이는 강체의 정확한 경계면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매 단
위 시간마다 움직이는 강체의 형상이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사용되는 격자에 정확히 mapping 되어야 한다. Bogner 
(2009)는 격자를 초기화 하는 단계에서 격자점(node)이 움
직이는 강체 내에 위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강체 내에 위치
할 경우 이를 obstacle node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외력의 
작용에 따라 강체가 운동할 때 매 단위 시간마다 강체의 형
상을 이용하여 격자점의 속성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강체
의 운동으로부터 전달 받은 속도,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격자점의 속성을 갱신하였다. 

Momentum exchange approach는 격자 볼츠만 방법의 
충돌(collision)과 흐름(stream) 과정에서 유체 입자가 경계면
에 충돌한 후 반사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딱딱한 벽(solid wall)에 속도 로 
충돌하는 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충돌 과정 동안 입자
의 momentum  = 은 충격량  = Δ으로 전환될 것
이며 이로부터 경계면에 작용하는 외력 를 계산할 수 있다.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경계면의 각 격자점

에 작용하는 외력을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Δ = [(,  + ) + (, )]     (16) 
 
여기서 (, )는 경계면과 충돌하기 전 방향 유체 입자

의 밀도 분포 함수를, (,  + )는 경계면과 충돌한 후 
방향 유체 입자의 밀도 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강체와 유체가 만나는 표면에 대해 합산하는 과정을 통
해 다음과 같이 강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계산한다. 

  =   [(,  + ) + (, )] ⋅ ( +  )
∈      (17) 

 
여기서 는 강체 내에 속한 격자점의 집합, N은 강체 O

의 표면에 위치한 격자점의 집합을 의미하며, () 는  ∈  일 때는 1의 값을,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진다. 
만약 격자점이 interface node일 경우에는 fill level (, )

과 자유 표면에서 유실되는 유체의 밀도 분포 함수를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외력을 계산한다. 

  =  () ⋅  + [1 − ()]
⋅  ,  , ( + )     (18) 

 
4. GPU 기반 병렬 처리 기법을 이용한 
격자 볼츠만 방법의 계산 속도 향상 

 
4.1 병렬 처리 방법의 종류 

본 연구에서는 격자 볼츠만 방법의 계산 속도 향상을 위
해 매 단위 시간마다 수행하는 계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병렬 처리 방법을 도입하였다. 병렬 처리 방법은 
순차 처리 방법과 달리 주어진 반복 연산을 서로 다른 프로
세스에 분배한 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단순하면서도 
반복 횟수가 많은 연산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
다.  

병렬 처리 방법으로는 클러스터 컴퓨팅(Cluster 
Computing),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그리고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방법 등이 있다. 클러스터 컴퓨팅(Cluster 
Computing) 방법은 고성능의 계산 작업이나 대규모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 시스템



을 서로 연결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가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
럼 수행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은 원거리 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
로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heterogeneous) 컴퓨터들을 묶
어 가상의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를 구성하여 고도의 연산
(computation intensive jobs) 혹은 대용량 연산(data 
intensive jobs)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그래픽 처리 장치를 통한 일반 목적의 컴
퓨팅)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계산만 다루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s)를 사용하여 CPU(Central 
Processing Unit)가 전통적으로 취급했던 응용 프로그램들의 
계산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GPGPU 방법은 프로세서가 부담을 갖는 작업을 그래픽 
프로세서가 대신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Nguyen 2007). GPGPU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nVIDIA의 Geforce series 그래픽 카드는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는 기술을, 
그리고 ATI의 Radeon series 그래픽 카드는 STREAM이라는 
기술을 제공한다. 이 두 기술은 CPU가 힘들어하는 작업을 
대신 처리함으로써 여러 고급 작업 및 게임 등에서 빠른 데
이터 처리속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방법 중에서 비용적인 
면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손쉽게 하드웨어를 확보
할 수 있는 GPGPU 방법을 이용하여 병렬 처리 방법을 적용
하였다. 특히 기존 CPU를 이용하여 순차 처리 방식으로 연
산을 수행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GPU의 hardware resource
를 이용한 병렬 처리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계산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4.2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 연산 방법 

CPU와 GPU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산구조이다. 기존의 
연산은 하나의 명령에 의해 하나의 DATA를 얻는 
SISD(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구조이다. GPU의 경우 
다수의 형상 정보(vertices, edges, faces 등)를 기반으로 하
는 수많은 연산을 처리해야 하기에 하나의 명령을 통해 많은 
data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SIMD(Single Instruction Multi 
Data)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GPU를 이용하면 Host에
서 하나의 명령(instruction)을 내리면 data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CPU와 
GPU에 process unit인 thread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GPU에
서 thread는 개개의 unit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연산을 수행
하기 때문에 이 thread의 개수만큼 실시간으로 대량의 그래
픽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Fig. 3는 CPU와 GPU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명백히 보여

준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학적이
고 논리적인 연산을 처리하는 산술논리연산장치
(Arithmetic-Logic Unit; ALU)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
면 컴퓨터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Control Unit, 각종 명령 
처리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Cache에 많은 비중을 두어 컴
퓨터를 제어하는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한다. 반면 GPU는 가
시화, 그 중에서도 특히 3차원 가시화와 관련된 많은 수학적
/논리적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산술논리연산장치
(ALU)를 가지고 있다. 

CPU GPU  
Fig. 3 Comparison between the structures of CPU and GPU 
(Nvidia 2007)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nVIDIA에

서 개발 중인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와 AMD에서 개발 중인 CTM(Close To the Metal)이다. 본 
논문에서는 충돌 검사 모듈의 속도 개선을 위해 GPU를 이
용한 병렬 처리 기술인 CUDA를 적용하였다. 

CUDA는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 Processing Unit; 
GPU)에서 수행하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한 산업 표준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GPGPU 기술이다(Nvidia 2007). GPGPU 란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의 약자로 그래픽 처리 장치를 통한 일반 목적의 연산 방법
이라는 뜻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계산만 다루는 GPU
를 사용하여 CPU가 전통적으로 취급했던 응용 프로그램들
의 계산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CUDA를 통해 개발자들은 
CUDA GPU 안 병렬 계산 요소 고유의 명령어 집합과 메모
리에 접근할 수 있으며, 최신 nVIDIA GPU를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Fig. 4 Configuration of GPU for Parallel Processing (Nvidia 
2007) 



GPU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main memory와는 독립적으
로 존재하는 device로서 CPU로부터 data와 명령을 전달받
아 연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GPU 상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data를 저장하는 memory가 별도로 필요하다. CUDA에
서는 컴퓨터를 ‘host’, GPU를 ‘device’라고 부르며, 컴퓨터 
상의 main memory를 ‘host memory’, GPU의 memory를 
‘device memory’라 부른다. 

 
4.3 GPU를 이용한 격자 볼츠만 방법의 병렬 처리 과정 
CUDA를 이용하여 GPU를 이용한 격자 볼츠만 방법의 병

렬 처리 과정은 Fig. 5와 같다. 병렬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CPU
(host)

GPU
(device)

host memory device memory

init ial
data

result
data

GridProcess

Lattice Data

1

2

3
4

Init ialize latt ice

Post process
(visualization, …)5

 
Fig. 5 Sequence of parallel processing for lattice Boltzmann 
method 

 
격자 초기화 
계산 수행을 위해 정의한 격자를 초기화한다(Fig. 5 ①). 

이 때 초기화된 데이터는 CPU에서 관리하는 메모리인 host 
memory에 저장된다. 격자를 초기화 하는 과정에 대한 
pseudo code는 다음과 같다. 

// allocate host memory 
host_lattices = AllocateLattices(x_size, y_size) 
 
// initialize lattices 
For each lattice in host_lattices 
  lattice.Initialize()  // initialize lattice 
End For each 

 
CPU에서 GPU로의 데이터 복사 
초기화가 완료되면 GPU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host 

memory에 저장한 데이터를 GPU의 device memory로 복사
한다(Fig. 5 ②). Device memory로 데이터를 복사하게 위해 
CUDA에서 사전에 정의된 함수를 이용한다. 이에 대한 
pseudo code는 다음과 같다. 

// allocate device memory 
device_lattices = cudaMalloc(x_size * y_size) 
 
// copy from host to device 
cudaMemcpy(host_lattices, device_lattices, x_size * y_size) 

 
GPU에서의 병렬 연산 수행 
GPU는 복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산술연산장치

의 집합인 Grid를 이용하여 병렬 연산을 수행한다(Fig. 5 ③). 
격자 볼츠만 방법은 충돌(collision)과 흐름(stream) 의 2가지 
연산을 포함한다. 충돌과 흐름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충돌 연산이 이웃 격자점에서의 흐름 연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렬 처리를 위해 충돌 연산과 흐름 연산을 분
리하여 계산한다. 

병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GPU상의 grid를 분할
하여 이를 다수의 block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block별로 데
이터를 분할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병렬 연산을 수행한다. 병
렬 연산은 먼저 생성(source)항에 의한 외력과 평형 상태에
서의 입자 밀도 분포 함수를 계산하고 식 (13)을 이용하여 
충돌 연산을 수행한다. 병렬 처리로 실행되는 충돌 연산의 
종료는 CUDA에서 제공하는 time synchronize 기능을 이용
하여 확인한다. 충돌 연산이 종료되면 다음으로 식 (14)를 
이용하여 이동 연산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pseudo code는 
다음과 같다. 

// setup grid property 
SetGridProperty(threads, blocks) 
 
// calculate external force (source) 
CalcExternalForce<<<blocks, threads>>>(device_lattices) 
 
// calculate equilibrium distribution 
CalcEqDistribution<<<blocks, threads>>>(device_lattices) 
 
// colliding 
CollideLattice<<<blocks, threads>>>(device_lattices) 
 
// time synchronize 
__syncthreads() 
 
// streaming 
Stream<<<blocks, threads>>>(device_lattices) 

 
GPU에서 CPU로의 데이터 복사 및 후처리 
단위 시간만큼 진행 후 GPU에서의 연산이 종료되면 계산 

결과를 CPU의 host_memory로 다시 복사한다. CPU에서는 
host_memory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시화 등의 후
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 pseudo code는 다음과 같
다. 

// copy from device to host 
cudaMemcpy(device_lattice, host_lattice, x_size * y_size) 
 
// post process 
Visualize(host_lattices)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체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해 격자 볼츠

만 방법을 이용하였다. 제안한 격자 볼츠만 모델은 자유 표
면 경계 조건과 강체 표면 경계 조건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유체의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력은 momentum 



exchange approach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속
도 향상을 위해 격자 볼츠만 방법에 GPU를 이용한 병렬 처
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향후에는 예제를 3차원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경계 조건을 추가하여 임의의 형상을 가지는 부유체
에 대한 거동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결과를 기존 수
치 해석 방법과 비교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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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Vortex In Cell) 방법을 이용한 
비점성 유동 중의 프로펠러 유효반류 추정기법 연구

이준혁, 서정천(서울대학교)

요 약

선미 후류 중에서 추진기의 작동을 고려한 실선의 유효반류에 대해 수치계산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수치해석 방법의 핵심은, 프로펠러 공간 상으로 유입되는 유체의 와류(vortex flow)가 프로펠러가 작동할 때의 유선 변
화에 따라 변하는 동안, 와동역학(vortex dynamics)을 만족하는 필드 상의 와도와 속도에 대한 수치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 때 
높은 레이놀즈 수를 가정하여 점성의 영향을 무시한다. 본 방법을 통해 계산된 속도해로부터 원하는 시간과 위치에 대한 유효반
류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유효반류 추정을 위한 새로운 수치해석 모델은 VIC(Vortex-In-Cell) 방법을 기반으로 하
여 개발되었으며, 이미 잘 정립된 패널법과 결합하여 프로펠러 표면 포텐셜이 필드에 유기하는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가상경계기법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개발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축대칭 전단류를 입력으로 했을 
때 프로펠러 주위의 유효반류 분포를 계산하고 도시하였다.

Keywords : 박용 프로펠러, 유효반류, 비점성 유동, 와동역학, 보텍스 입자법, 보텍스 인 셀 방법, 패널법, 가상경계기법

1. 서 론
1.1 연구 배경

추진기의 최적화된 설계를 위해서는 실선성능을 정확하게 추
정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정확한 반류분포 정보
는 고효율 추진기 설계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유효반류는 선
미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을 수행할 때 입력되는 유
동으로 사용되고, 해석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
재 반류분포의 획득을 위한 모형시험은 경제적·기술적 한계를 안
고 있으며, 따라서 전산해석의 고도화를 통한 유효반류에 대한 
엄밀한 수치추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프로펠러 주위 유속 성분의 구성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으
며 각 유속 성분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것은 곧 정도 높은 반류
분포를 얻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는 추진기 평면(propeller 
plane)에서의 반류분포 정보만을 사용하여 추진기 설계가 이루어
졌지만, 여기서 확장하여 추진기 공간(propeller space)에서의 시
간에 따른 입체적인 반류분포 정보가 확보된다면 보다 정확한 추
진기 성능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실선 유효반류 추정을 위한 새로운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시험적인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1 Composition of the wake field (Carlton, 2007)
1.2 유효반류 수치추정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효반류 추정기법은 기본적으로 보텍
스 인 셀(Vortex-In-Cell, 이하 VIC) 방법과 이미 잘 정립되어 있
는 패널법(Panel method)을 이용한다. 기존의 유효반류 추정 방
법들은 프로펠러의 해석은 포텐셜 해석법을 사용하고, 유체장 내
의 속도 계산에서는 이를 물체력(body force)으로 치환하여 계산
하는 방법(body force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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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펠러의 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필드 
상의 격자를 생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Body force 
method는 프로펠러의 영향을 비교적 쉽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그 영향을 물체력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필드 격자 생성의 필요가 
없고 강한 와류 유동을 다루기에 적합한 VIC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이미 잘 정립된 패널법과의 결합을 통해 수치해석의 결과로
부터 직접 유효반류 성분을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을 취
하였다. 그리고 물체 주위에 분포된 와도 입자에 대한 수치해석
을 위해서 가상경계기법을 적용하였다.

1.3 알고리듬
보텍스 입자법과 패널법을 결합한 유효반류의 추정의 과정은 

Fig.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먼저 선미 후류 중에 프로펠러
가 작동 중인 유체장을 와도 입자들로 표현한 다음, 이들의 생성, 
이송, 신축, 소멸 과정은 보텍스 방법의 지배방정식인 와도이송
방정식을 따른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와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데, 매 시간 간격의 진행마다 필드에 분포한 와도 입자들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 성분이 생긴다. 이 속도 성분은 필드의 와도장에 
영향을 주고, 세기와 위치가 변한 와도 입자들은 다시 새로운 속
도 성분을 야기함을 반복함으로써 유동장이 시간에 따라 발달해
나간다.

Fig. 2 The algorithm for estimation of effective wake
본 연구에서는 공칭반류의 입력을 다항식 형태로 근사화하여 

시험적인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3는 수치해석을 위한 입력 정
보와 와도 입자법의 알고리듬에 대한 개념도이다.

Fig. 3 The concept of computation

2. 정식화
2.1 속도 성분의 분리

일반적으로 어떤 벡터는 Helmholtz decomposition에 의해 
Fig. 4와 같이 vector potential의 curl 성분과 scalar potential의 
gradient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교란된 속도 성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유동에서 속도 벡터는 식 (1)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Fig. 4 Helmholtz decomposition of disturbed velocity vector
∞                                   (1)

여기서 ∞는 유입류의 속도, 는 프로펠러가 유기하는 
포텐셜 속도 성분, 는 와도에 의한 회전 속도 성분을 의미한
다. 각각은 Fig. X에서 interaction velocity, propeller-induced 
velocity, nominal velocity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수
치해석 기법에서는 각 속도 성분을 직접 계산해낼 수 있으므로 
유효반류에 해당하는 ∞를 임의의 위치에서 곧바로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2.2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
3차원 와도이송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수식 (2)와 같다.




 · ∇ ∇                                (2)

여기서 레이놀즈수가 높은 비점성 유동을 가정하면 점성항이 
무시되어 수식 (3)과 같이, 속도의 구배에 따른 와류의 거동에 해
당하는 신축항만이 우변에 남게 된다.




 · ∇                                         (3)

기존의 와도이송방정식은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되었으나, 전
산화와 계산결과 도시의 편의 상 움직이는 좌표계의 것으로 지배



방정식을 변환하였다. Fig. 5와 같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함
께 하는 좌표계에 대해 점성항이 무시된 와도이송방정식을 표현
하면 수식 (4)과 같다.

Fig. 5 Moving coordinates system



 ′
  ′· ∇′              (4)

여기서 ′(prime) 기호는 이동 좌표계에서의 물리량을 의미하
고 ′ (prime) 기호가 없으면 관성좌표계에서의 물리량을 의미한
다.  ′   이고 는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추가적으
로 느껴지는 와도의 크기로서  와 같이 표현된다. 
또한 ′  이고 이 때, 는 프로펠
러의 회전속도이다. 이를 다시 프로펠러의 반경, 유입류의 속도 
그리고 전진비로 무차원화하면 식 (5)와 같다. (star) 기호는 무
차원화된 양임을 의미한다.



 ′

  ′· ∇′
                         (5)

이에 따른 속도-와도 정식화는 식 (6)과 같다(Kim, 2003)



 

 


× × ∇
· ∇



 


× ∇

          (6)

비점성 유동을 가정하였으므로 물체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은 
식 (7)과 같은 비침투 조건이 된다.

· 
             (7)

와도 입자법에서는 계산의 대상이 되는 유동장을 식 (8)과 같
이 이산화된 와도를 분포시켜 정의한다.

  
  




 

                              (8)

여기서 은 와도 입자의 개수, 는 분포함수, 는 입자의 
위치, 는 와도의 세기를 뜻한다. 이산화된 와도 입자들은 시
간 전진 개념에 의해 어떠한 세기의 와도를 지니고 이송, 신축의 
각각 분리된 과정을 거쳐 유동장을 표현하게 된다.

입자의 이송 속도는 식 (6)에 의해 얻는데, 우변의 첫째 항은 
이미 잘 정립된 패널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두 번째 적분 항은 
Biot-Savart 적분으로서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Fig. 
X에 보인 바와 같이 Biot-Savart 적분 대신 유량함수와 와도의 
푸아송 방정식을 풀어 빠르게 를 구하고, 여기에 curl을 취하
여 회전성분의 속도를 얻는 VIC 방법을 적용한다.

VIC 방법은 앞서 보인 보텍스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입자 
이송 속도 계산, 특히 의 계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방형 격자를 도입하고, 격자 상에서 속도를 계산하고 이를 입
자로 보간하는 방법이다. 격자 상에서 속도를 계산할 때, 유량함
수와 와도의 관계를 이용하고, FFT를 적용하면 기존의 
Biot-Savart 식을 사용할 때에 비해 비약적인 계산 속도의 증가
를 가져온다(Cottet & Poncet, 2004; Lee, 2009). 유량함수와 
와도는 다음과 같은 Poisson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다.

∇                                             (9)

와도 입자의 세기를 정방형 격자로 보간하여 격자 상의 와도
를 계산하면, 식 (9)에의 유한차분 적용을 통해 식 (10)와 같은 
격자상의 유량함수와 와도에 대해 이산화된 식을 얻을 수 있다.




  




  




  
  

          (10)

여기서 와도와 유량함수를 푸리에 변환 식으로 치환하여 정리
하면 식 (11)의 유량함수와 와도의 푸리에 계수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 여기서 I, J, K는 격자의 개수, l, m, n은 index를 의미
한다.
    cos  cos  cos  

     (11)



역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면 격자 상의 유량함수를 구할 수 있
고, 이것의 curl이 속도인 관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격자 상에
서의 속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얻게 되는 속도 성분은 
와도가 유기하는 회전 성분의 속도인  가 된다(Cottet, et al., 
2003).

수치적으로 FFT와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경계기법
(Immersed boundary technique)의 개념을 적용하여 물체에 대한 
고려없이 계산을 수행하도록 한다(Lee, 2009). FFT는 앞서 언급
하였듯 유량함수-와도 Poisson 방정식의 해법으로 쓰이고, 신축
항 · ∇  계산 시 격자 상에서의 수치 미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계산의 수행을 위해서는 Fig.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물체의 형상과 무관한 정규격자와 각 정규격자 점들에 삽간된 물
리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Fig. 6의 보라색 와도 입자의 와도 
신축에 의한 변화량을 알고 싶다면 이 보라색 입자의 물리량들을 
주위의 16개의 격자점으로 삽간(보라색 화살표)한 후, 삽간된 격
자점들에서 와도 신축 변화량을 수치미분(4차 중심차분)을 통해 
얻고, 그것을 역으로 보라색 점으로 다시 삽간(녹색 화살표)하여 
원하는 값을 얻는 방식이다.

시간에 따른 와도 입자의 이송은 식 (1)에 의해 계산된 속도를 
가지고 2차 Runge-Kutta 방법 또는 Adams-Bashforth 방법을 
이용하며, 이송된 와도 입자들을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정
규격자 상으로 재정렬함으로써 입자법의 단점을 보완한다
(Ploumhans & Winckelmans, 2000; Ploumhans, et al., 2002).

2.3 교란와도 성분의 이용
기존의 정식화의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와도 입자의 위치, 해

당 위치에서의 와도의 세기, 속도 성분이었다면, 공칭반류에 의
해 어떤 와도 벡터가 초기 입력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전산화 
과정에 있어서 교란 와도 성분만을 따로 계산에 활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 공칭반류에 의한 와도 성분을 라 하고 교란된 
와도 성분을 라 하면, 앞서 기술한 와도와 속도 벡터는 각각 
식 (12), 식 (13)과 같이 된다.

 ′ 
            (12)

′ 


                             (13)

여기서 는 공칭반류에 의한 초기입력와도(다항식 형태로 
표현, 뒤에서 상술)이고,  는 교란된 와도를 나타낸다. 

는 공칭반류 속도이고 는 포텐셜이 유기하는 속도, 
는 

교란된 와도 성분이 유기하는 속도이다. 결국 를 이용하여 

∇ 를 풀고, 이로부터 
 ∇ × 를 얻는 

과정이 핵심이다. 전체 와도 세기가 필요한 경우 – 예를 들면, 신
축항의 계산 – 에는 에 를 각 와도 입자의 위치들에서 더
해주어 계산에 사용한다. 

   

Fig. 6 The concept of immersed boundary technique

3. 대상체 및 계산조건
본 수치해석의 대상이 된 프로펠러의 제원은 Table 1에 정리

하였으며, 그 형상은 Fig. 7과 같다. 대표적인 계산조건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7 Propeller geometry and body panel generation
공칭반류를 간단한 형태의 다항식 형태로 가정하여 유입류로 

입력하도록 설정한 다음, 보텍스 방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축대칭으로 동심원 형태이며, x축 
방향으로는 균일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함수를 선택하였
다. 다항식을 통해 필드 내 임의 위치에서의 공칭반류의 속도 정



보를 알 수 있으며, 프로펠러 허브 위치와 날개 끝 위치에 대한 
함수값, 함수의 1계 미분 값을 정함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전단유
입류를 구현하였다. 구체적인 수식은 Fig. 8에 보였다. 유입류의 
결과적인 형상에 대한 velocity profile과 iso-velocity contour를 
Fig. 9에서 보인다.

Table 1 The spec. of target propeller
프로펠러 종류 DTNSRDC 4381

날개 수 4
회전 방향 우회전

Section mean line NACA a=0.8
Section thickness NACA66 (modified)

전진비 J = 1

Table 2 Computation condition
와도 입자수 358,112 개 (초기)

프로펠러 표면 격자 수 16,824
격자 간격 (입자 크기) 0.026

시간 간격 0.002
전진비 1

무차원화 속도: ∞
, 

길이: Prop. radius

Fig. 8 The definition of nominal velocity

Fig. 9 Nominal velocity profile and iso-velocity contour

4. 해석 결과
도시되는 계산 결과는 프로펠러에 고정되어 움직이는 좌표계

를 기준으로 얻은 속도 성분들이다. 속도 contour 평면은 상류
(upstream)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도시하였다. (+X 방향이 
downstream)

Fig. 10는 t=0.100 즉, 50회 시간 전진 후의 X=-0.84 (프로펠
러 평면으로부터 upstream으로 0.84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와
도가 유기하는 속도 성분 중 축방향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계산된 결과에서는 와도가 유기하는 속도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공칭반류와 유효반류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속도 성분의 
분리를 통해 원하는 속도 성분들을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Vorticity induced velocity, axial comp. 
(t=0.100, X=-0.84)

Fig. 11, Fig. 12는 t=0.100, X=-0.42 (프로펠러 평면으로부
터 upstream으로 0.42R만큼 떨어진 지점, Fig. X의 좌측 그림 
참조) 에서 와도가 유기하는 속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유입
류 대비 5% 정도로 계산되었으며 압력면 부근에서 더욱 가속되
는 경향을 보인다.

Fig. 13, Fig. 14는 t=0.200, X=-0.20, 0.36에서 각각 포텐셜 
유기 속도와 와도 유기 속도의 크기를 분리하여 나타내었다. 속
도 분포의 대칭적인 형상과 프로펠러 앞면과 뒷면에서의 위치별 
속도 크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5는 t=0.100, X=-0.84, -0.42, 0, 0.36에서 각각 와도
가 유기하는 속도 중 축방향 성분을 보이고 있다. 후류로 진행할
수록 프로펠러 날개 끝 근처에서 와도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 성
분이 증가하고 허브 근처에서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처럼 본 기법을 통해 유효반류 분포를 프로펠러 평면 앞, 뒤 
어느 위치에서든 얻을 수 있으므로 프로펠러 주위의 3차원 유동
장 정보를 입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결 론
VIC 방법과 패널법을 기반으로 하여 비정상 비점성 유동에 대

한 프로펠러 유효반류 추정기법을 정립하고 전산화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주어진 공칭반류 입력에 대해 유효반류 성분을 매 
시간 간격마다 원하는 위치에서 얻을 수 있었다. 수치해의 물리
적인 타당성 확보와 계산속도 면에서 향상을 위한 알고리듬 개선
을 통해 유효반류 추정기법을 고도화하여, 향후 실선 계측자료와
의 비교하여 본 유효반류 추정모델과 사용된 수치기법들을 검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점성 유동으로 확장하고 난류 모델을 적용
하는 등 보다 실제 유동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을 구현함으
로써 우수한 프로펠러 설계 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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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magnitude of vorticity induced velocity 
with propeller geometry (t=0.100, X=-0.42)

Fig. 12 The magnitude of vorticity induced velocity 
without propeller geometry (t=0.100, X=-0.42)

Fig. 13 The magnitude of potential induced velocity 



(t=0.200, X=-0.20, 0.36)

Fig. 14 The magnitude of vorticity induced velocity 
(t=0.200, X=-0.20, 0.36)

Fig. 15 Vorticity induced velocity, axial comp. 
(t=0.100, X=-0.84, -0.42, 0, 0.36)



컨테이너선용 여러 가지 전타의 성능에 대한 실험적 비교연구
천장호(티엠에스 기본연구팀), 김문찬(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원준(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의 출현에 따라 대부분의 선박에 사용되던 혼타의 캐비테이션에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일체형으로 만든 전타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맞추어 타에 유입되는 프로펠러의 후류의 입사각의 차이를 이용한 상하 비 대칭타, 혹등고
래의 지느러미 형상을 모사한 생체 모방형 기술로 대 각도에서 유체를 제어하여 박리를 지연시키는 파형 타, 상하 비 대칭타와 
파형 타를 결합한 파형 상하 비 대칭타 등의 많은 연구가 부산대학교에서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수치해석
을 통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모형시험을 통한 각 타들의 성능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KCS(KRISO Container ship)을 대상선박으로 하여, 전타, 상하 비대칭타, 파형 상하 비대칭타를 설계하여 기존의 KCS용 혼타와 
함께 부산대학교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타가 대상선박에 저항 및 자항성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기
술하였다. 향후, 설계한 타의 타력을 측정하여 여러 가지 전타의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예정에 있다.

Keywords : Full-spade rudder (전타), Model test (모형시험), Twsit rudder (상하 비대칭타), Wavy twist rudder (파형 상하 비대칭타)

1. 서 론
선박의 타는 프로펠러와 더불어 선박의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

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타는 프로펠러의 후류의 유동을 이용하여 
양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선박의 직진성, 조종성등의 운동성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의 출현에 따
라 타의 캐비테이션에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
동안 거의 모든 선종에 사용되고 있던 혼타(Semi-spade rudder)
는 중·소형선에서 조차 간혹 갭 부분과 Port side에서의 캐비테이
션의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여 추진효율의 저하 및 운동성능의 감
소의 문제를 야기하였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에서는 더욱 문
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
은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최근에는 타
의 혼부분과 타 부분의 차이를 없애고 하나의 형태로 만든 전타
(Full-spade rudde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Full-spade rudder 중, 프로펠러 후류의 유입각이 타의 
상부와 하부에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발되어 일반적인 전
타에 비하여 높은 양력을 발생하며 효율이 우수한 상하 비대칭타
(본 연구에서 Twist rudder로 명명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형상 최적화를 통하여, 기존의 상하 
비대칭 타보다 공동현상 측면과 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상하 비대
칭 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Kim, et al., 2009) 또한, 

혹등고래(Humpback whale)의 지느러미 형상을 모사한 생체 모
방형 기술을 전타에 접목하여 파형 타(Wavy rudder)라는 새로운 
형상의 전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느러미 형상이 유체를 
제어하여 박리를 지연함으로써, 타의 실속을 지연시켜, 받음각
(Angle of attack)이 15도 이상인 대각도에서 타의 양력을 확보
함으로써, 타의 성능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수치해석 상으로 확
인하였다.(Yoon, et al., 2009)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기 때문에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많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600TEU급 컨테이너선인 
KCS(KRISO Container Ship)을 대상 선박으로 하여 전타, 상하 
비대칭 타, 파형 상하 비대칭 타(Wavy twist rudder)를 설계하여 
모형으로 제작, 부산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저항시험 및 자항시험
을 수행하여 각 전타의 형상에 따라 자항성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하였다.

2. 타의 설계
2.1 전타(Full-spade rudder)의 설계

일반적으로 전타(Full-spade rudder)는 혼타(Semi-spade 
rudder)에 비하여 더 작은 면적과 Aspect Ratio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전타는 3600TEU 컨테이너선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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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Side porfile을 참고하여 설계하였으며 타의 단면은 
NACA0020 단면을 사용하였다. 설계한 전타의 재원은 Table 1
과 같으며 형상은 Fig.1과 같다. 

Section NACA0020
Mean Chord 5.80 m

Span 8.00 m
Surface 106.10 

Aspect Ratio 1.38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full-spade rudder

Fig. 1 Designed full-spade rudder

2.2 상하 비대칭 타(Twist rudder)의 설계
Fig. 2는 상하 비대칭 타의 설계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적인 Right handed propeller의 경우 프로펠러의 후류는 타의 하
부에서는 우현(Starboard side)에 큰 영향을 미치고, 프로펠러의 
상부에서는 타의 좌현(Port side)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
로 선체의 직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방향 타를 사용할 경우, 
통상 타를 좌현 방향으로 2~3° 정도 틀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 때, 타에 유입되는 프로펠러의 후류의 입사각이 크게 틀어져 
타의 표면에 박리가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타의 좌현에 지속적
으로 유체력을 가하여 캐비테이션이 심각하게 발생된다. 상하 비
대칭 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타
의 하부는 프로펠러 후류가 나오는 각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우현
방향으로 틀어진 형태로 만들고, 타의 상부는 좌현방향으로 틀어
진 형태로 만든다. 하지만 틀어지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박리 등에 의한 영향으로 침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Fig. 2 Concept of twist rudder
본 연구에서는 이전연구(Kim, et al,. 2009)에서 유전알고리즘

을 이용한 최적 단면(본 연구에서 Twist section으로 명명함)을 
적용하였고 앞서 설계한 전타의 Side profile과 유사하게 설계하
였다. 타의 상부와 하부에서 비대칭을 이루는 위치는 프로펠러의 
후류를 고려하여 프로펠러의 축 중심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설계
한 상하 비대칭 타의 재원 및 형상은 각각 Table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Section Twist section
Mean Chord 5.79 m

Span 8.00 m
Surface 103.6 

Aspect Ratio 1.38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wist rudder

Fig. 3 Designed twist rudder



2.3 파형 상하 비대칭 타(Wavy twist rudder)의 설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혹등고래의 지느러미 형상을 모사한 

생체 모방형 기술을 전타에 접목하여 파형 타라는 새로운 형상의 
전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느러미 형상이 유체를 제어하여 
박리를 지연함으로써, 받음각이 15°이상인 대 각도에서 타의 양
력을 확보하여 타의 성능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수치해석 상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반 타를 운용하는 각도 범위에서는 일반 타에 비하
여 낮은 성능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고성능의 상하 비대
칭 타와 대각도에서 성능이 우수한 파형 타를 융합하여, 파형의 
형상을 상하 비대칭 타의 앞날(Leading edge)에 적용하여 파형 
상하 비대칭타라는 새로운 타의 형상을 개발하여 일반 타를 운용
하는 각도에서도 일반 타에 비하여 동일하거나 높은 성능을 발휘
하면서 대 각도에서 양력의 확보가 기대되는 타를 설계한 바 있
다.(Lee, et al., 2010)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선박(KCS)에 적합한 파형 
상하 비대칭 타를 설계하였으며 앞날(Leading edge)부분에 식 
(1)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1)

총 파수는 이전 연구(Lee. et al., 2010)를 참고하여 4개로 설
계하였으며 타의 단면 및 타의 Side profile은 앞서 설명한 상하 
비대칭 타의 형상정보와 동일하게 하였고 상하 비대칭 타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비대칭 부분을 보간법을 이용하여 매
끄럽게 설계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설계한 파형 
상하 비대칭 타의 형상은 Fig. 4와 같다. 파형 상하 비대칭 타의 
재원은 상하 비대칭 타와 동일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하지 않겠
다.

Fig. 4 Designed wavy twist rudder

3. 모형시험
3.1 모형 시험 준비

앞 장에서 설계한 여러 가지 형상의 전타와 대상선박인 KCS
를 모형으로 제작하였다. 축척비는 37.5로 제작하였으며 타는 향
후 연구를 고려하여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다. 모형시험은 부산
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하였으며, 모형 KCS 및 타의 형상을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 Model KCS

Fig. 6 Model rudder
(full-spade rudder, twist rudder, wavy twist rudder)



3.2 저항 시험
저항시험은 대상선박의 설계흘수 상태에서 수행하였으며 실선

으로의 확장을 위한 형상계수(Form factor)를 구하기 위하여 저
속인 6노트부터 26노트까지 총 11개의 예인 속도에 대한 저항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하여 저항 시험을 수행하였다. 

Froude 수에 따른 각각의 타를 부착한 모형선의 전저항계수를 
Fig. 7에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점선의 결과는 한국해양연구원
의 KCS 저항 시험 결과이다. 전체적인 경향은 한국해양연구원과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지만 나머지 시험결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축척비의 차이에 의한 Reynold수의 차이로 예상된다.

Fig. 7 Resistance test results about each rudder
Table 3에 설계속도(24knots)에서 각각의 타를 부착하여 수행

한 저항시험 결과를 ITTC1978 방법을 이용하여 실선으로 확장하
였을 때의 유효마력(PE)을 나타내었으며 기존의 혼타를 부착한 
KCS에서의 결과와 다른 타 들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저
속(6knots)에서 고속(26knots)까지의 실선의 속도-유효마력을 
추정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19knots 이전에는 대부분의 
타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속도가 20knots보다 증가할수
록 유효마력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Condition PE Comparison
KCS with semi-spade rudder 22600 kW -
KCS with full-spade rudder 22664 kW 0.28 %

KCS with twist rudder 21447 kW -5.10 %
KCS with wavy twist rudder 20803 kW -7.95 %

Table 3 Resistance prediction of full scale ship

Fig. 8 Resistance performance about KCS 
with each rudder

저항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기존의 혼타에 비하여 전타는 거
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상하 비대칭 타는 약 5%의 감소를 
보였고 파형 상하 비대칭타는 약 8%의 유효마력 감소를 가져왔
다. 저항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마찰저항은 전체적으로 유사하
지만 잉여저항()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에 의한 저항의 감소
로 생각되며 이는 타의 영향에 의한 잉여저항()의 감소로 예
상된다. 각 타를 부착했을 때의 잉여저항 값을 Table 4에 나타내
었다. 

Condition   (× )
KCS with semi-spade rudder 0.725
KCS with full-spade rudder 0.736

KCS with twist rudder 0.584
KCS with wavy twist rudder 0.483

Table 4 Comparison of residual resistance coefficient

3.3 자항 시험
자항시험 전에 선행되어야하는 프로펠러 단독성능 시험

(Propeller open water test)은 프로펠러 성능해석 코드인 KPA4
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이를 한국해양연구원의 POW 시험 결과
와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KPA4의 결과를 사용하
였다. 자항시험은 17knots에서 26knots까지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동일한 조건에서 타만 변경하여 수행하였다. 
타가 부착된 사진은 Fig. 9와 같다.

모형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선에서의 자항성능을 해상여
유(Sea margin) 15%를 고려하여 ITTC1978 방법으로 추정하였
으며 속도별 회전수 및 제동마력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 View for attached each rudder

Fig. 11 Self-propulsion test results about each rudder
먼저, SSR은 Semi-sapde rudder, FSR은 Full spade rudder, 

TR은 Twist rudder, WTR은 Wavy twist rudder를 약자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속도별 회전수는 거의 유사하
지만 제동마력은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혼타와 전타의 제동
마력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고 혼타에 비하여 제동마력이 
적은 경향을 보이는 순서로 상하 비대칭형 타와 파형 상하 비대
칭형 타로 상하 비대칭형 타가 가장 적은 제동마력을 나타낸다. 
더 자세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 속도에서 각각의 제동마
력과 회전수를 나타내고 기존의 혼타를 부착한 KCS와 비교해 보
았다.(Table 5) 

설계 속도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회전수를 나타내지만 제동
마력에서 기존의 혼타에 비하여 전타는 0.2%의 증가, 상하 비대
칭 타는 5.1%, 파형 상하 비대칭 타는 3.1%의 감소를 가져왔다.

Condition PB Comparison
KCS with semi-spade rudder 38132 kW -
KCS with full-spade rudder 38219 kW 0.2 %

KCS with twist rudder 36187 kW -5.1 %
KCS with wavy twist rudder 36945 kW -3.1 %

Condition RPM Comparison
KCS with semi-spade rudder 115.3 -
KCS with full-spade rudder 115.6 0.3 %

KCS with twist rudder 114.5 -0.7 %
KCS with wavy twist rudder 115.4 0.1 %

Table 5 Self-propulsion performance of full scale ship 
with each rudder (Sea margin = 15%)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다. 
1. 기존의 혼타(Semi-spade rudder)나 전타(Full-spade 

rudder)에 비하여 상하 비대칭 타(Twist rudder), 파형 상하 비대
칭 타(Wavy twist rudder)가 저항 및 자항 성능에서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2. 저항성능에 비하여 자항성능이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적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자항요소에 대
한 분석 및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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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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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open water performance of CRP(Contra-Rotating Propeller) i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in the present study. The CRP normally gives 
better efficiency than a single propeller by cancellation of each rotational energy. The parameter stud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he 
distance between two propellers and the speed of revolution of each propeller has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optimum value. The 
self-propulsion tests are expected to be carried out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CRP in near future.

Keyword: Contra-Rotating Propeller, Energy saving, Propulsive Efficiency

1. 서 론
상반 회전 프로펠러(Contra-Rotating Propellers)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프로펠러를 동심 축상에 전후 방향으
로 설치하여 추력을 발생하는 복합 추진 장치이다. 반대 방향으
로 회전하는 두 개의 프로펠러로 인해 회전방향 속도 성분이 중
첩에 의해 상쇄되고, 전체 프로펠러 시스템의 회전 에너지 유실
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단추진기에 비해 일반적으로 10%의 효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치이다.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장점으
로는 기진력 및 캐비테이션 특성 향상, 프로펠러 후류 개선, 프
로펠러의 직경 감소, 소음 및 진동 감소 등이 있다. 최근 추진 효
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장치로 주목 받고 있다. 이미 일본
에서는 일반적인 상반 회전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상반 회전 프로
펠러와 Pod를 결합시킨 CRP Azipod도 상용화해서 선박에 적용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반 회전 프로펠러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경우 일반 프로펠러와는 설계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적인 프로펠러 설계 시 고려 사항 외에도 두 프로펠러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STX 종합기술원에서 상반 회전 프로펠러를 설
계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단독 성능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두 개의 프로펠러 사이의 거리와 회전수를 변화
시켜 실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성능을 비교 해 보았다.

2. 실험 모델 및 장비 소개
  2.1 실험 모델

실험에 사용된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
다. 밑의 두 프로펠러는 각각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프로펠러이
다. 후방 프로펠러의 직경이 전방 프로펠러보다 작으며 실선과의 
모형 비는 1:32이다.

Fig.1 Forward Propeller

Fig.2 After Propell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CRP
Designation Forward After

Dia. 200mm 175mm
Pitch ratio 0.87 0.76

No of Blades 3 4
Turning direction L.H R.H

Section type NACA

Fig 1,2 는 실험에 사용된 프로펠러의 모습이다. 다음은 실험
에 사용된 장비의 제원이다. 

  2.2 장비 제원

Fig. 3 Contra-Rotating Propeller Dynamometer

Table 2 Contra-Rotating Propeller Dynamometer

Rated Capacity
IN/OUT SIDE THRUSTER 100 N
IN/OUT SIDE TORQUE 5 N-m

IN/OUT SIDE 1,500 rpm

Fig.3은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실험을 위해 제작한 동력계로
서 모터 2개를 사용하여 방향과 회전수의 비를 조절 할 수 있도
록 제작하였다. 또 방수가 되도록 제작해 실험 중 동력계 내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나는 점을 방지했다.

3. 단독 성능 실험
  3.1 실험 조건

  단독 성능 실험은 3개의 거리비에서 각각 기어비를 3가지씩 
바꾸어 가며 실험을 실행하였다. 총 5개의 실험 조건에서 단독 
성능 실험을 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Table 3 rpm ratio (Dlprop = 0.4063)
Forward After

rpm ratio
0.7 1
0.75 1
0.8 1

Table 4 Distance ratio (rpm = 0.75:1)

Dlprop
0.3313
0.4063
0.4813

  
                                      (1)

여기서 L은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 사이의 거리를 말
하고 R은 전방 프로펠러의 반경을 뜻한다. Dlprop란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거리를 전방프로펠러의 반경으로 나누어서 무차원화
한 수이다.

  3.2 실험 결과
  상반 회전 프로펠러는 프로펠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펠러에 적용하는 공식과 다르게 적용한다. 프로펠러 단독 성
능 시험에서는 추력과 토크를 측정해서 추력계수, 토크계수, 효
율 세가지를 얻는다. 상반 회전 프로펠러에서의 계수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2)

  
×

×


 × ×                       (3)

 ×

                                           (4)

  ××

×                                 (5)
 여기서 T는 추력, Q는 토크, N은 프로펠러의 날개수, D는 프로
펠러의 직경, n은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 는 예인전차의 속
도를 나타낸다. 아래첨자 f는 전방 프로펠러를 나타내고 a는 후
방 프로펠러를 나타낸다. 추력과 토크 모두 두 개의 프로펠러에
서 발생하는 양을 합쳐서 계수를 구하게 된다. (Hydrodynamic 
Performance of CCRP for large ships)

  3.2.2 거리비별 성능 비교



 

Fig.5 The Comparison of Thrust Coefficient

Fig.6 The Comparison of Torque Coefficient

Fig. 7 The Comparison of Propeller Efficiency
  위의 그래프들에게서 볼수 있듯이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효율

은 거리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비
의 기준이 되는 0.4(Dlprop)가 설계 상에서의 두 프로펠러 간의 
거리였고 두 프로펠러의 허브가 닿았을 때가 0.33(Dlprop)이다. 
0.48(Dlprop)은 0.33(Dlprop)에서의 거리를 2배로 늘렸을 때 거
리이다. 
  아래 그림은 각각의 거리에서 프로펠러를 나타낸 모습이다. 사
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링을 이용해 두 프로펠러의 간격을 조절
하였다.

Fig. 8 CRP (Dlprop 0.3313, Dlprop 0.4063, Dlprop 0.4813)

   3.2.2 rpm비별 성능 비교

Fig.9 The Comparison of Thrust Coefficient



Fig.10 The Comparison of Torque Coefficient

Fig.11 The Comparison of Efficiency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방, 후방 프로펠러의 rpm비를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했을 때는 거리비와 다르게 토크와 추력 
계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효율면에서도 전진비가 낮은 구역에
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전진비가 높은 곳에서는 전방 
프로펠러의 rpm이 후방 프로펠러의 rpm에 비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반 회전 프로펠러의 두 개의 프로펠러들 간

의 거리와 rpm의 비를 변화 시켜 가며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거리를 변화 시켰을 때는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rpm의 비를 바꾼 경우에는 성능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
었다. 아주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설계 속도에서는 0.75:1의 

rpm비가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냈다. 0.6이상의 높은 전진비에
서는 rpm의 비율 따라 효율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원인은 전방 프로펠러의 후류일거라 추측된다. 하지만 
단독 성능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이유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상반 회전 프로펠러는 앞으로  중요한 추
진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도 많고 상반 회전 프로펠러와 같은 에너지 절약 장치를 장
착한 선박의 모형실험 해석 기법도 아직 정확히 정립 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아직은 설계 기반이 미약한 상반 회전 프로펠러 
이지만 본 연구의 실험 결과가 조금이라도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
면 한다.

 
5.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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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시스템의 비선형 감쇠 및 복원 동시 추정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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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장택수 외 (Int. J. Non-linear Mech., 44권 7호 pp. 801-808, 2009)에 의하여 도입된 비선형 방법을
응용하여 비선형 진동 운동을 하는 시스템의 비선형 감쇠 특성과 비선형 복원력을 동시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다핑 방정식(Duffing’s Equation)을 수치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1종 Volterra 적분방정식으로 변환하여 해를 도출을
하였다. 이때 1종 Volterra 적분방정식의 부정치성으로 인한 해의 불안정성 문제는 Tikhonov 정규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극복하였다. 또한 최적의 정규화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L-curve 방법을 도입하였다. 수치실험의 결과로써 비선형 감쇠 특성
및 비선형 복원 동시 추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핑 방정식의 실제 운동 응답과 비교하여 그 정밀성과 유용성을
보이고 있다. 
 
Keywords: Nonlinear damping characteristics(비선형 감쇠 특성), Nonlinear restoring forces(비선형 복원력), Inverse problem 
method(역문제 방법), Tikhonov regularization method(Tikhonov 정규화 방법), Duffing’s equation(다핑 방정식) 
 

1. 서 론 
 
본 연구는 장택수 외 (2009)에 의해 제시된 역문제 

방법을 이용하여 비선형 감쇠 시스템의 비선형 감쇠 및 
비선형 복원 특성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속도 의존 감쇠 
시스템의 비선형 시스템 추정에 응용한 것이다.  

그 동안 비선형 운동 시스템의 비선형 복원 특성 연구에 
있어서 Masri, et al. (1993)은 뉴럴 네트워트(Neural 
Network)에 기반한 방법을 도입하여 다자유도 비선형 진동 
시스템의 비선형 추정을 하였다. 또한 Liang, et al. (2001)은 
퍼지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Fuzzy Adaptive Neural 
Network)을 도입하였으며, Spina, et al. (1996)은 Hilbert 
변환을 도입하여 비선형 진동 시스템의 비선형 복원을 
추정하였다. Jang, et al. (2011)은 소산성 비선형 동적 
시스템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비선형 복원 특성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선형 감쇠 특성의 연구에 대해서는 Iourtchenko et al. 
(2002)이 파라메트릭 가진(Parametric Excitation)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스토캐스틱 방법(Stochastic 
Averaging Method)을 응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선형 감쇠 추정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 외 많은 

연구자들이 비선형 감쇠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omme, 1988; Lazan, 1968; Mohammad, 1992) 

이와 같이 비선형 진동 시스템의 비선형 복원 및 비선형 
감쇠 특성 추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는 시스템의 
추정에는 많은 오차를 가지는 해를 도출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또한 비선형 진동 시스템의 
비선형 감쇠 특성 및 비선형 복원 특성을 동시에 추정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속도 의존 비선형 
감쇠 시스템의 비선형 감쇠 및 복원 특성을 동시에 정밀하게 
추정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추정 방법은 
장택수 외 (2009)에 의해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속도 의존 비선형 시스템을 가지는 다핑 방정식(Duffing’s 
Equation)을 수치실험에 도입하였다.  

 
2. 비선형 운동방정식 

 
일반적으로 속도 의존 비선형 감쇠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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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y ky f y y r y+ = +&& & &                                      (1) 
 

이때, y&& , y& 와 y 는 비선형 감쇠 시스템의 가속도, 속도, 
변위 응답 데이터를 의미하며, m ( 0)> 와 k ( 0)> 는 각각 
시스템의 질량 성분과 선형 복원 계수를 의미한다. ( )f y y& & 와 

( )r y 는 각각 시스템의 선형-비선형 감쇠력 항과 비선형 
복원력 항을 나타낸다. 이때, 시스템의 초기 변위 및 초기 
속도는 아래 식 (2)와 같다. 
 

(0)y a= , (0)y b=&                                           (2) 
 
이러한 속도 의존 비선형 감쇠 시스템의 2계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식 (3)의 등가의 볼테라(Volterra) 비선형 적분방정식의 
형태로 변환한다. (장택수 외, 2009) 
 

1 2( ) ( ) ( )y t y t y ta b
m n

= +   
1 2 1 2

0

( ) ( ) ( ) ( )[ ( ) ( )]
t y y t y t y f y y r y d

mW
t t t-

+ +ò & &  (3) 
 

이때 1( )y t 와 2 ( )y t 는 각각 아래 식 (4)의 해를 의미 하며,  
 

1 1 1 10,     (0) , (0) 0,my ky y y+ = = =&& &m   
2 2 2 20,    (0) 0, (0) ,my ky y y+ = = =&& & n             (4) 

 
본 연구에서는 1μ ν= = 으로 가정하고 Wronskian 

1 2 1 2 1W y y y y= - =& &  이다. 
 

3. 적분방정식 
 

본 연구를 위해 속도 의존 비선형 감쇠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으로 다핑 방정식(Duffing’s Equation)을 식 (5) 와 
같이 구성한다. 
 

2 3
1 2( )my ky c c y y γ y+ = + × + ×&& & &                      (5) 

 
이때, 식 (1)에서 속도 의존 선형-비선형 감쇠력 항은  
 

2
1 2( ) ( )f y c c y y= + ×& & &                                     (6) 

 
이고, 비선형 복원력 항은 
 

3( )r y γ y= ×                                              (7) 

 
이다. 이때 비선형 감쇠항의 1c 과 2c 는 각각 선형 감쇠 
계수와 비선형 감쇠 계수를 나타내며, γ 는 비선형 복원 
계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감쇠 및 비선형 복원력을 동시에 
추정을 수행하므로 1가지 운동 응답을 이용해서는 이들을 
동시에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초기 조건이 다른 2가지의 
운동 응답을 이용하여 도입한 비선형 시스템의 비선형 
감쇠와 비선형 복원력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장택수 외, 
2009) 

따라서 구성한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식 (8)의 초기 
조건, 

 
(0)p py α= , (0)p py β=&                                (8) 

 
을 이용하여 식 (9)~(11)의 등가의 비선형 볼테라 
적분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1 2 0
( ) ( ) ( ) ( , ) ( )p p p p

t
y t α y t β y t K t τ u τ dτ- - = ò             (9) 
 
이때,  
 

( ) [ ( )] ( ) [ ( )]p p p pu t f y t y t r y t= × +& &                      (10) 
 
이고, 커널 (Kernel) K 는  
 

 1 2 1 2( ) ( ) ( ) ( )
( , )

y τ y t y t y τ
K t τ

mW
-

= ,  
1 2 1 2 1W y y y y= - =& &                                   (11)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p qα α¹ , p qβ β¹ 를 만족하는 
2번째 초기 조건, 
 

(0)q qy α= , (0)q qy β=&                                (12) 
 
을 이용하여 식 (13)의 비선형 볼테라 적분방정식을 
유도한다. 
 

1 2 0
( ) ( ) ( ) ( , ) ( )q q q q

t
y t α y t β y t K t τ u τ dτ- - = ò            (13) 
 
이때,  
 

( ) [ ( )] ( ) [ ( )]q q q qu t f y t y t r y t= × +& &                      (14) 



 
이다.  
 
4. 비선형 감쇠 및 비선형 복원력 동시 

추정 
 

임의의 초기 조건 식 (8), 식 (12)를 이용하여 얻은 운동 
데이터 py , py& , qy 와 qy& 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때 
변위 응답 데이터에서의 두 응답 데이터의 교차점 시간을 

( 1,2,...)it i = 로 한다.  
또한 식 (10)과 식 (14)를 이용하여 식 (15)의 선형 

행렬식을 구성할 수 있다. ( ( ) ( )p i q iy t y t= ( 1,2,...)i = ) 
 

( ) [ ( )]

( ) [ ( )]
p i p i

q i p i

u t f y t
A

u t r y t
é ù é ù

=ê ú ê ú
ê ú ê úë û ë û

& ,  1 2,  ,  ...it t t=             (15) 
 
이고, 이때 행렬 A 는 
 

1

1
p

q

y
A

y
é ù

= ê ú
ê úë û

&

&
                                            (16) 

 
이다. 따라서, 선형 행렬식의 역행렬을 식 (1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 ( )] ( )

[ ( )] ( )
p i p i

p i q i

f y t u t
A

r y t u t
-

é ù é ù
=ê ú ê ú

ê ú ê úë û ë û

&                              (17) 
 

이때, ( )p iu t 와 ( )q iu t 를 구할 수 있으면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비선형 감쇠력과 비선형 복원력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5. pu 와 qu 의 도출 
 
본 연구에서 비선형 다핑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비선형 볼테라 적분방정식은 부정치성으로 인한 해의 
불안정성의 성질을 가진다. (Groetsch, 199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Tikhonov 가 
제안한 정규화 기법을 도입하였다. (Tikhonov, 1963) 

정규화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식 (9)와 식 (13)의 
좌변을 을 각각  

 

1 2( ) ( ) ( ) ( )p p p pη t y t α y t β y t= + -                     (18) 
 

와 
 

1 2( ) ( ) ( ) ( )q q q qη t y t α y t β y t= + -                     (19) 
 

으로 구성한다. 이를 이용하여 Tikhonov 정규화 방법, 식 
(20)을 구성한다.  
 

* 1 *( )λu λI L L L η-= +                                 (20) 
 
이때, L은 적분연산자로써   
 

0
( ) ( ,  ) ( )

t
L η K t τ η τ dτ= ò                                 (21) 
 
이고 *L 는 수반 연산자(Adjoint Operator)이며 I 는 단위행렬, 
λ 는 Tikhonov 정규화 계수를 나타낸다. 식 (20)의 η 는 
각각 식 (18)의 pη 와 식 (19)의 qη 를 의미하여 식 (20)의 
정규화 결과는 정규화 계수 λ에 따라 결정이 된다. (Kirsch, 
1996; Groetsch, 1993) 
 

6. 수치 예제 
6.1 다핑 방정식의 운동 응답 데이터 도출 
본 연구에서 도입한 식 (5)의 다핑 방정식의 주요 변수를 표 
1과 같이 지정하고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Duffing’s equation (5) 
(qualitative properties) 

Item 주요변수 
Mass m  1.0   kg  

Linear Restoring 
Coeff. k  20.0  /N m  

Nonlinear Restoring 
Coeff. γ  -10.0 3/N m  

Linear Damping 
Coeff.  1c  -1.0  / ( / )N m s  

Nonlinear Damping 
Coeff. 2c  -0.5  3/ ( / )N m s  

 
또한 2가지 운동 응답 데이터를 얻기 위해 초기 조건을 아래 
식 (22)와 같이 임의로 설정하였다.  
 



1(0) 1.5y = , (0) 0py =& , (0) 1qy = , (0) 0qy =&     (22) 
 
이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2가지 운동 응답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며, 그림 2와 같이 상도표(Phase Diagram)를 
나타내었다.  
 
6.2 Tikhonov 정규화 방법 적용 
 
6.2.1 노이즈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해서는 항상 2가지의 운동 응답 데이터를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측정한 데이터는 항상 외부의 
노이즈 데이터(Noise Data)를 포함하고 있다. 즉, 임의로 
추출한 운동 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한 식 (9)와 식 
(13)의 좌변은 이러한 노이즈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 데이터의 영향을 포함 
하는 식 (23)을 도입하였다.  
 
(a) Displacement 

 
(b) Velocity 

 
Fig. 1 Two motion responses of the model equation (5) with 
the initial conditions of Eq. (22) 

 
Fig. 2 Phase diagram of the two motion responses 
 

0
( ,  ) ( )

tξη K t τ u τ dτ= ò                                   (23) 
 
이며, 이때 ξη 는 아래 식 (24),  
 

2|| ||ξη η ξ- £                                           (24) 
 
의 조건을 만족하며, 2|| ||× 는 L-2 노름(norm)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수치 예제에서는 노이즈 정도(Noise Level)을 실 
데이터의 0.01정도로 사용하였다. ( 0.01ξ = )  
 
6.2.2 L-곡선 평가 

본 연구에서 비선형 볼테라 적분방정식의 부정치성으로 
인한 해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Tikhonov 정규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때 정규화 해의 추정 결과는 정규화 
계수 λ 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정규화 계수 λ 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 정규화 해의 결과 또한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적의 정규화 계수 λ 를 
추정하여야 최적의 정규화 해를 도출할 수 있다. (Kirsch, 
1996; Groetsch, 1993) 

그 결과 pu 와 pu 의 최적의 정규화 계수는 
410λ -= 이다. 이 결과를 식 (20)에 대입하여 최적의 

pu 와 pu 를 계산한다. 
 
6.2.3 비선형 감쇠 및 비선형 복원 동시 추정  

식 (17)을 통해 역행렬의 연산을 이용하여 [ ( )]pf y t& 와 
[ ( )]pr y t 를 식 (15)의 두 가지 운동 응답 데이터의 교차 

시간 1 2,  ,  ...it t t= 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핑 방정식의 처음 가정한 
비선형 감쇠력 항과 비선형 복원력 항을 수치적으로 구한 
결과와 그림 4와 5에서 서로 비교 하였다.  



 
Fig. 4 Comparison of the recovered restoring force and 
exact one 

 7. 결론 
본 연구에 비선형 시스템의 운동 해석에 있어 장택수 외 

(2009)에 의해 제기된 비선형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비선형 다핑 방정식의 비선형 감쇠력 항과 비선형 복원력 
항을 동시에 모델링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의 불안정성 
문제를 Tikhonov 정규화 방법과 L-곡선 평가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수치적으로 구한 비선형 감쇠력 항과 비선형 
복원력 항을 처음 가정했던 실제 해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비선형 시스템의 추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역문제 
방법이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The solved nonlinear damping force and the exac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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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계 레이놀즈 수에서 트위스트 실린더 주위 유동의 
LES 해석

정재환, 윤현식 (부산대학교)

요 약

The flow around a twisted cylinder at a subcritical Reynolds number ( ) of 3000 is investigated using large eddy 
simulation (LES). The instantaneous wake structures of the twisted cylinder is compared with those of a circular and a 
wavy cylinder at the same  . The shear layer of the twisted cylinder covering the recirculation region is more elongated 
than those of the circular and the wavy cylinder. Successively, vortex shedding of the twisted cylinder is considerably  
suppressed, compared with those of the circular and the wavy cylinder. Consequently, the mean drag coefficient and the 
fluctuating lift of the twisted cylinder are less than those of the circular and the wavy cylinder.

Keywords : Twisted Cylinder(트위스트 실린더), Large Eddy Simulation (대형와모사법), Subcritical Reynolds Number (아임계레이놀즈 수)

1. 서 론
뭉툭한 물체의 형상은 단순하지만, 유체가 그 주위를 흐르면

서 생기는 후류유동은 복잡하면서도 많은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학문적 연구의 기본이 되어왔으며 공학 및 산업적 측면에서
도 응용범위가 넓어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뭉툭한 물체 후방에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와류
(vortex)는 하류로 떨어져 나가면서 물체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며 
항력과 양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양구조물, 열
교환기, 다리교각 등과 같은 공학적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력과 양력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뭉툭한 물체의 기본형상으로 대표되는 원형실린더의 항력과 
양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파형(wavy) 실린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Ahmed & 
Bays-muchmore, 1992; Lam et al., 2004a; Lam et al., 
2004b; Lee & Nguyen, 2007) =2,000~50,000에서 파형 실
린더의 항력 및 양력계수가 원형실린더 보다 작고 최대 20%의 
항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Lam et al., 2004a). 파형 실
린더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항력 및 양력의 저감 효과
가 입증되고 있으나 항력과 양력의 수동제어(passive control)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써, 타원 단면을 축방향으로 0°∼360°로 
트위스트 시켜 형성되어지는 트위스트 실린더에 대한 연구는 찾
기 어렵다. 트위스트 실린더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한 바로는, 
저자들이 처음으로 트위스트 실린더의 주위 유동특성 연구를 진
행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와모사법을 이용하여 아임계(subcritical) 
영역에 해당되는 =3000 에서 트위스트 실린더 주위 3차원 유
동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축방향을 따라 타원 단면을 트위
스트 시켜 생성되어진 형상의 주위 유동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동일한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에서 원형 및 파형 실린
더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유동특성을 트위스트 실린더
와 비교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실린더 주위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진 지배방정식
은 일정 물성치의 비압축성 유동해석에 대한 것으로, 격자 필터
링이 되어진 운동량 보존 방정식 및 연속 방정식으로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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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격자 필터링으로 얻어진 대형 스케일의 유동을 
나타낸다, 식 (2)에서 는 subgrid 스케일 유동이 대형 스케일 
(resolved scale)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진다. 

 



                                           (3)

여기서 subgrid stress scale tensor 는 Germano et al. 
(1991)이 제안한 dynamic model을 사용하여 구한다. Dynamic 
Smagorinsky coefficient (Cs)을 얻기 위한 상세한 수시적 유도 
과정은 Yoon el al.(2003) 및 Germano et al.(1991) 등의 많은 
문헌을 참고할 수 가 있다. Dynamic Smagorinsky coefficient Cs
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는 작은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로 에너지
가 전달되는 backscatter 현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음의 값
은 심각한 수치적 어려움을 가져온다. 즉, 식 (2)의 우변항에 에
너지 증가, 다시말해 entropy 증가로 인해 수치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균질한
(homogenous) 공간적인 방향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평균 조작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 영
역 전체(volume)에 대해 평균화 방법을 거쳐 Cs 값을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Cs값은 단지 시간의 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은 보존형 유한체적법(conservative 
finite volume formulation)으로 이산화 된다. 시간차분에 대해서 
time-splitting, 공간 차분은 2차 중안 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점성
항에 대해서 Crank-Nicolson 방법, 비선형항에 대해서 2차 
Adams-Bathforth 방법을 사용하였다. 

2.2 해석영역 및 경계조건
해석영역은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체가 유입되는 실린

더의 상류로부터 유출되는 후류 부분까지의 거리는 
≤ ≤  이며, 실린더 하부에서 상부까지의 거리는 
≤ ≤  이다. 그리고 실린더 축방향으로의 거리는 실
린더의 축방향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실린더의 유입부의 무차원
화된 속도는 방향 속도인 ∞ 이며, 측면은 대칭조건을, 축
방향의 면은 주기조건을 부여하였다. 유출부의 경계조건으로 대
류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대류속도는 출구평균속도를 적
용하였다. 격자 생성에 있어서 첫 번째 격자 위치는  에 해
당하는 값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격자수는 약 128만개
(16,000×80)로서 Lam and Lin (2008)의 논문을 참고하여 결정  

Fig. 1 Schematic of the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Fig. 2 Grid distributions around twisted cylinder 
하였다. 본 해석을 위해 생성되어진 격자분포는 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해석대상
Fig. 3은 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세가지 타입의 실린더를 나

타낸다. 파형 실린더의 경우 아래 식(4)과 같이 정의되어 진다. 

 cos                               (4)

여기서 는 파형 실린더의 국부 직경을 나타내며 은 평
균직경으로   maxmin  를 의미한다. max는 실린
더의 최대직경, m in은 최소직경을, 는 파형 실린더의 진폭과 
는 주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값은 Lam et 
al.(2004)의 실험과, Lam and Lin (2008)의 LES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조건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트위스트 실린더의 경우 장축과 단축에 의해서 단면이 결정되
는데, 파형 실린더와의 비교를 위하여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
이는 파형 실린더의 최대, 최소직경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결정되어진 단면은 파형 실린더의 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길이방향(spanwise)에 따라 트위스트 시켜 형상을 결정하였다. 



(a)

(b)        (c)

Fig. 3 Geometry of a different type of cylinders for (a) 
circular, (b) wavy, (c) twisted

 

2.3 수치해석방법의 검증
수치해석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의 

실험 및 수치해석결과들과 비교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일 때의 원형실린더의 평균 항력
계수는 대략 0.98-1.03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선행연구
들의 수치해석 결과와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이에 타당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반면에 RMS(root mean 
square)를 통해 얻은 양력계수 값은 실험값과 차이를 보이고 있
지만 Lu et al.(1997)와 Lam and Lin (2008)의 수치해석결과 값
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본 연구의 
수치결과 값을 포함한 선행연구의 수치결과 값들이 전반적으로 
실험값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Table 1에 나타낸 
Lam and Lin(2008)의 결과는 Lam and Lin(2008)의 격자의존성 
테스트 수행결과로 얻어진 격자수, 128만개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격자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Lam and Lin(2008)의 수치결과와 차이나는 것은 동일 격자
수를 사용할지라도 격자 분포, 이산화를 위해 사용된 스킴들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present calculation with the 
previous results

Circular cylinder (  )  
′ 

Noberg(1987), experimental 0.98
-1.03 - 0.210

-0.213
Noberg(2003), summarized - 0.05,

0.07 0.210
Lu et al.(1997), experimental 1.02 - -
Lu et al.(1997), LES 1.07 0.480 -
Lam and Lin (2008), LES 1.09 0.177 0.210
Present, LES 1.08 0.211 0.208

트위스트 실린더에 대해 세가지 격자타입을 고려하여 격자 의
존성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해석결과를 통해서 격자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medium 격자를 채택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  Grid dependency test for twisted cylinder
Grid  

′ 

Coarse (13,620×64) 0.906 0.0065 0.178
Medium (16,000×80) 0.910 0.0082 0.179
Fine (21,200×80) 0.918 0.0080 0.179

3. 해석결과
실린더 형상변화에 따른 항력, 양력섭동 그리고 스트롤 수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원형실린더에서 파형실린더, 트위스트 실
린더 순으로 갈수록 항력과 양력섭동 계수 그리고 스트롤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트위스트 실린더에서 양력섭동
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트위스트 
실린더가 가지는 항력 및 양력섭동의 저감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형상변화에 따른 실린더 주위 유동특성을 분석
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present results of three 
different type of cylinder with previous results

Cylinder type  
′ 

Circular cylinder 1.08 0.211 0.207
Wavy cylinder 1.01 0.081 0.201
Twisted cylinder 0.91 0.0082 0.179

3.1 순간 유동장
Fig. 4는   에서의 가장 높은 음의 양력 값을 가질 

때의 순간 와류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은 아임계 레
이놀즈 수(subcritical Reynolds number)로서 전단층의 일부와 
실린더 후류에서 난류유동이 관찰되어진다. 원형 및 파형 실린더
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격자수로 인해 후류 영역에서 난류로 
인한 작은 에디(eddy)들을 관찰하기 어려우나 와류의 형태는 카
르만 와열 구조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트위스트 실
린더의 경우, 박리 전단층이 하류쪽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카르만 



 
(a)

 
(b)

 
(c)

  side view (x-y plane view)    top view (x-z plane)
Fig. 4 Iso-surface of instantaneous vortices magnitude 

와열의 발생을 억제하여 후류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4의 오른쪽 열은 실린더의 상부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원형실린더에서 트위스트 실린더 쪽으로 갈수록 박리 전단층은 
더욱 길게 늘어지며 실린더의 형상표면을 따라 생성되어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3.2 평균 유동장

Fig. 5는 시간 평균화된 압력장을 실린더 형상에 따라 나타내
었다. Fig. 5 (a)에서 원형 실린더가 다른 형상을 가진 실린더들
에 비해 실린더 배면 근방의 국부영역에서 가장 높은 음압을 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음압의 영역이 하류 방향으로 길게 늘어
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원형 실린더에서 파형, 트위스트 
실린더로 갈수록 음압의 영역은 하류로부터 짧아지며, 각각의 실
린더 후방 국부영역에서 작용하는 최대 음압들 중 트위스트 실린
더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Fig. 5(a)-(e)의 비교를 통해 
확인되어진다. 실린더 배면 근방에서 최대 음압이 작용하는 원형 
및 파형 실린더와 달리 트위스트 실린더의 경우, 실린더 배면으
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진 영역에서 최대 음압이 작용하는 것을 
Fig 5(e)를 통해 관찰되어진다. 이러한 평균 유동장의 비교를 통
해서 트위스트 실린더가 가장 낮은 압력항력이 작용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4. 결 론
항력과 양력의 수동제어(passive control)를 위한 또 다른 방

법으로써, 타원 단면을 축방향으로 0°∼360°로 트위스트 시켜 형
성되어지는 트위스트 실린더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트위스트 실린더의 항력과 양력의 수동제어 효과를 확

(a) 

(b) 

(c) 

(d) 

(e) 

Fig. 5 Time-averaged pressure fields at   ; (a) 
Circular, (b-c) wavy, (d-e) twisted cylinder



인하기 위해 대형와모사법을 이용하여 아임계(subcritical) 영역
에 해당되는 Re=3000 에서 트위스트 실린더 주위 3차원 유동 특
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축방향을 따라 타원 단면을 트위스트 
시켜 생성되어진 형상의 주위 유동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동일
한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에서 원형 및 파형 실린더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유동특성을 트위스트 실린더와 비
교하였다.

(1) 동일 유동조건에서 원형, 파형 그리고 트위스트 실린더 중 
트위스트 실린더에서 가장 낮은 항력과 양력섭동 값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2) 순간 유동장들의 비교를 통해 트위스트 실린더는 카르만 
와열이 발생되는 다른 실린더와 달리 박리 전단층이 늘어짐에 따
라 주기적인 와열의 발생을 억제한다. 

(3) 시간 평균된 압력장의 비교를 통해서 트위스트 실린더가 
다른 실린더들에 비해 가장 낮은 압력항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격자수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제한된 case에 대하여 트위스트 실린더의 유동특성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트위스트 실린더 주위 유동 특
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수치해석 방법의 검
증과 다양한 설계변수를 고려한 parametric study 등을 수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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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볼츠만법을 이용한 자유수면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정노택(울산대학교)

요 약
The numerical simulation using the Lattice Boltzmann Method in the field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becomes 

wider in the engineering applications because of its simple update rules and easy implementation rather than the 
Navier-Stokes equation. Freesurface treatment of the dam breaking solved by the incompressible LB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paper. The two dimensional LB model with nine velocities using the single relaxation time is applied 
under the gravitational field where applied only in the fluid because of its big density difference. At the free surface, 
the reconstruction techniques in combination with boundary conditions is adopted in order to get some distribution 
function coming into the fluid site from the air one, and surface tension is considered in i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vitational profile, conserving the overall mass and grid dependency are observed during the calculations and 
freesurface advance track is well captured with an experiment.

Keywords : Lattice-Boltzmann Method(격자볼츠만방법), Dam-breaking simulation(댐붕괴 시뮬레이션), D2Q9(2차원 9방향)

1. 서 론
공기와 물, 이상(two-phase)간의 자유수면 시뮬레이션은 중

요한 공학적 관심 대상이다. 자유수면 시뮬레이션을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왔으며, 두 상간에 급격한 
밀도 차이(O(3))로 인한 자유수면 경계조건의 만족과 그 표현방
법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사례가 있다(Hirt et.al.[1981], 
Sussman et.al.[1994], Tryggvason et.al., [2012], Yabe 
[2001]). 특히 물이나 연기를 중심으로 한 유체시뮬레이션은 공
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하므로 컴
퓨터 그래픽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Thurey 
et.al, [2010], Wolfram et.al., [2008], Xiaoming 
et.al,[2003]).

공기-물의 자유수면 시뮬레이션은 공기와 물을 따로 시뮬레이
션 하는 방법과 동점성계수가 공기보다 작은 물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따라 공기부분도 동시에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주로 고체면에 주어
지는 유체력 추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기보다는 물만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계산시간 및 계산메모리 할당면에서 경제적일 것이
다. 공기-물 자유수면 시뮬레이션은 통상 연속체를 근거로 한 
Navier-Stokes(N-S) 방정식을 공학응용에 주로 사용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N-S방정식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유체입

자를 그 위치에서의 분포함수(통계함수의 결과값)로 정의하고, 
그 분포함수의 “충돌”과 “전진”등의 조합에 의해서 속도장을 구
하는 Lattice Boltzmann 방법(Lattice Boltzmann Method: LBM)
을 본 논문에 도입하여 자유수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LBM은 입자 분포함수의 시간변화율을 나타내는 Boltzmann 
transport 방정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변화율은 해당 site로 
들어오는 입자 수에 나가는 입자수의 차로 표현하게 된다. 그리
고 동일면(phase)내 밀도의 변동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는 가정하에서 Chapman-Enskog전개를 거치게 되면 결국 비압
축성 유동의 N-S방정식으로 변환되게 된다(He et.al., [1997]). 
LBM은 해석입자관점에서 보면, Continuum Mechanics와 
Molecular Dynamics의 중간 영역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N-S방정식 또는 비선형미분방정식은 시간 및 공간적 평균을 취
하는데 비해, LBM은 동역학적 다이나믹스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점과 연속체 개념에서 중요시되는 물리량인 밀도와 속도
를 입자분포함수의 간단한 조합으로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
다.

1980년대 개발초기에는 LBM의 공학적 응용성이 낮았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LBM이 이용되고 있다. 
LBM의 응용사례를 살펴보면, 원자력 플랜트내의 방사능 분열 반
응시의 복잡한 다상현상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Kato[1997]등은 AMADEUS(Advanced Microscopic Analysis by 
Discrete and Emergent Computing Schemes for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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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a in Nuclear plants) 프로젝트를 통하여 LB기법을 이
용해 기포의 생성과 성장을 표현하는 비등(沸虅)이상류 시뮬레이
션을 미시적(microscopic)으로 제현하였다. 이상류에서 나타나는 
접면마찰과 다른 상(phase)간에 에너지의 교환등 면을 통한 다이
나믹스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고속도로 차량 흐름 해석(Resnics[1995], Nagel[1997]) 등과 
같은 large scale 해석과 생체면역시스템 해석
(Chowdhury[1990]), 다공물질 흐름(Buckels[1994]), 기포거동
(Nadiga[1996]), 상분리 (Shan[1993])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유체진동해석과 고 레이놀즈수 시뮬레이션, 메탈 폼해석
(Korner et.al., [2005])에도 응용되고 있다.

또한, LBM은 단순한 이산화과정으로 인해 전산코드개발이 쉽
고 병렬화가 비교적 쉬운 장점 때문에 비압축성 유체시뮬레이션
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LBM에서 비압축성 Navier-Stokes식을 
유도할 때에 낮은 Mach수 일 때만 유효하다는 가정이 주어짐에 
따라 이 범위내에서는 LBM도 비압축성유동을 풀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He et.al., [1997]). 결과적으로, 이 형태는 밀도와 
속도의 함수로 이루어진 등가분포함수내에 밀도의 처리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비압축성문제를 해석시에 통상의 CFD는 압력해를 도출하기 
위해서 포아슨 방정식(Poisson Equation)을 푼다든지 
ACM(Artficial Compressibility Method)을 이용하지만 LBM의 경
우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 상태방정식에서 압력을 구하거나 운동
량 변화(momentum exchange)방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Jung, [2010], Huabing [2004]).

본 논문은 공기-물을 대상으로 LBM기법을 도입하여 유체시뮬
레이션에 적용하였다. 이상류를 표현하기 위해 각 상별로 국소함
수를 사용하는 기법(Orlandini et.al, [1995])이 있으나 본 논문
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기-물은 밀도비가 크므로 물만을 대상으
로 한 단일 국소함수 형태로 자유수면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본 
논문은 지배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완화계수의 도출방법, 단일 
국소 함수로 인한 수면상에서의 재구성 방안, 수면의 이동 방식, 
중력장내 밀도분포, 격자의존성등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Dam 
Break의 사례를 들어 실험치와 결과값들을 실험치와 비교분석하
였다.

2. 자유수면 해석을 위한 격자볼츠만
방법(Lattice-Boltzmann Method, LBM)

2.1 지배방정식
입자의 분포를 함수화한 단일 국소분포함수 , 격자의 이동속

도 를 사용하여 2차원 9개의 방향(D2Q9)의 
Single-Time-Relaxation Lattice-Boltzmann 방정식을 표현하면 
식(1)과 같다. 


 ∆ ∆ 

 

 
  

      (1)

식(1)은 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국소분포함수값 의 전진단
계(좌항)와 충돌단계(우항)로 이루어져 있다. 이 충돌단계의 구성
은 국소분포함수와 국소등가함수로 구성되며, 충돌항에 완화계수
(  )가 곱해져 있는 기본적인 LBM식이다. 시간스텝동안 입자
는 속도벡터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격자점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
산화의 방향은 그 site 점을 포함하여 총 9개(=0～8)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시간스텝은 ∆  로, 공간
스텝∆  ∆로 두었다. 또한 입자의 질량을 1로 설정하면 
격자점 , 시간 에 있어 방향의 운동량은 이 된다. 
는 8개방향의 격자단위속도를 나타낸다. 즉,   = 0～8일 때 
속도성분은 (0,0), (1,0), (0,1), (-1,0), (0,-1), (1,1), (-1,1), 
(-1,-1), (1,-1)으로 구성된다. 식(1)을 N-S방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며(Bhatnagar [1986]), 이때 속도에 대한 이차식의 형태
로 식이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압축성유동을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유체변수값에 의존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He et 
al. 1997).


  



 ·

 
 ·  

 



     (2)

는 계수로서 가 가로세로 방향인 1～4일때는 1/9, 대각선
방향인 5～8일때는 1/36이 쓰였다(Fig. 2 참조). 또한 0 일 때 
극소등가함수는   

  
 
를 도입하였다. 비압축성

유동의 범위(imcompressible limit)로서 Mach수가 낮은 경우에 
식(2)가 사용가능하며, Chapman-Enskog 가정을 적용하면 LBM
은 비압축성 N-S방정식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만약 상분리
(phase separation)와 같은 압축성유동을 해석코자 할 경우에는 
내의 밀도는 [․]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Orlandini [1995]). 또
한 식(2)에 나타나 있는 물리량 속도와 밀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 


 (3)

즉, 밀도는 분포함수의 합산으로 얻을 수 있으며, 속도는 분포
함수에 격자단위속도를 곱한 것을 합산하여 밀도를 나누어 계산
할 수 있다. Fig. 2에 본 논문에 사용된 차분의 방향과 특정시간
의 p점에서의 운동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2.2 유체중력장내에서 단일시간 완화계수 



Fig. 1 Momentum distributions in two dimensional 
rectangular site

단일완화시간모델(Single-time-relaxation approximation)의 
운동량분포는 식(1)에 따라 매 시간스텝의 충돌로 인하여 평행분
포에 근접(완화) 한다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완화시간 의 값이 
1인 경우 식(1)에 의해 충돌후의 운동량 분포 


 ∆ ∆  
가 되 Fig.2의 중심 p 점

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향의 운동량은 평형분포가 되어 나가게 된
다(Fig.2(a)에서 (b)로의 진행). 만약 의 값이 0.5인 경우에는 
운동량은 평형 분포값에 두배에서 충돌전의 값을 뺀 형식이 될 
것이다(Fig.2(a)에서 (c)로의 진행). 중력과 같은 외력항을 다루
고 있을때는 외력의 방향으로 운동량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완
화계수 는 n 스텝 을 기준으로 해서 n+1 스텝에서의 값
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의 결정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Cell 
velocity  을 기본으로 한 CFL 조건과 무차원된 격자중력항
(′)으로 이루어진 두 항을 비교해서 최소값인 ∆를 식(4)와 
같이 구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CFL 값은 0.8
로 두었으며, 격자중력항은 비압축 시뮬레이션임에 따라 0.0025
이하로 제한 하였다. 계속해서 무차원화된 격자동점성계수(′)를 
구하게 되면, 단일 완화계수 는 식(5)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 주어진 문제에서 유체의 점성계수가 주어지면 식 (5)에 따
라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완화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LBM에 사용되는 는 식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LBM에서 해
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메터이기도 한 는 0.5이상의 
값을 가져야만 유효성을 가진다. 의 값이 0.5에 가까워질수록 
안정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 ≤ 의 범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min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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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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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he single-time relaxation process ((a) Particle 
momentum that will collide at the site P  (b) Equilibulium 
momentum distribution when =1 (c) Outgoing momentum 
distribution when =0.5

2.3 자유수면에서의 분포함수 재구성
격자볼츠만방법을 이용하여 기-액 이상유체는 기체와 액체 두 

개의 상을 각각 두고 격자볼츠만방정식을 정의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서술한 바와 같이 단일시간 
완화개념의 격자 볼츠만법을 이용하면서 경계를 포함한 액체의 
경우만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액체의 동점성계수가 
기체보다 O(10-2)가 작으며 액체의 경우가 레이놀즈수가 크므로 
액체가 기체로부터 받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가정한다. 액체만의 
단일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경우  자유수면에서 공기측에서 t+1 
스텝의 분포함수가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해서 아래식으로 표현하
였다.

 
   

  
   



    (6)
아래첨자 'inn'은 t+1스텝에서 공기측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방



향이 되고 'out'은 액체에서 공기측으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위첨자 'eq'는 국소등가(local equilibrium)를 나타내며, 국
소등가함수 는 자유수면에서의 속도와 밀도의 함수로 표현된
다. 여기서  내의 공기에 대한 무차원 밀도는 1의 값을 가
진다.  따라서 공기측에서 들어오는 분포함수는 자유수면상에서 
방향이 서로 반대인 등가함수의 합과 이에 상응하는 유체의 운동
으로 결정된다. 식(6)은 2-4에서 다룰 자유수면의 이동을 위해 
분포함수의 재구성에 관련한 식이라고 볼 수 있다.

2.4 자유수면의 표현과 이동

자유수면의 이동방식은 Front Tracking Method(Hirt et.al. 
[1981], Sussman et.al.[1994]등)와 Front Capturing 
Method(Ryskin et.al. [1984], Takagi et.al [1994]등)가 있다. 
LBM을 이용한 자유수면의 표현은 Front Capturing Method와 유
사한 방식으로 국소분포함수의 조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즉, 충
돌단계 이후의 전진단계에서 유체 스칼라양을 이동 시킨다는 개
념이다(Korner et.al. [2005]. 우선, 계산 격자상에서 움직이는 
유체 스칼라를   으로 표현하면

 
 

      (7)

이 된다. 여기서,  은 fluid fraction, m은 질량, 는 밀
도, 은 cell volume을 나타낸다. 자유수면의 이동은 질량의 
시간변화로 볼 수 있으며, 한 셀에 있어 질량의 변화량은 주위 
분포함수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상에 인접 셀간
에 질량의 변화는 두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유
체셀(100% 유체로 이루어진 셀)과 자유수면셀, 두 번째는 자유
수면 셀간이다. 유체셀 상호간의 질량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다. 분포함수로 이루어진 질량의 변화는

∆∆    ∆       (8)

첨자 는 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식(8)의 등호 오른쪽의 첫 
번째항은 주위의 셀에서 현재의 셀로 들어오는 방향이 되고 두번
째 항은 그 주위의 셀로 나가는 방향의 국소함소임을 알 수 있다. 
이 질량변화는 유체셀과 자유수면 셀에서의 질량변화를 나타내
는 식이고, 자유수면간의 질량변화는 해당 셀간의 스칼라양의 변
화도 포함된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9)

식(8)과 비교하면 식(9)에는 유체의 스칼라량을 표현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즉, 주위 셀과 이산화 되는 방향을 따라 질량교
환이 이루어진다. 주변의 셀로 빠져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은 
같다는 질량보존법칙(∆  ∆

 ∆)을 원
활히 수행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하
였듯이 공기와 액체간에 질량이동 또는 유체와 유체간에 질량이
동은 없으며, 유체셀과 자유수면간 또는 자유수면셀간에 유체 질
량의 이동이 이루어 진다.

∆  
  

 ∆∆ (10)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당시간 스텝에서의 새로운 질량은 과거
의 질량에 각 방향에서 주어진 질량의 변화를 더해서 얻게 된다. 

2.5 외력항
격자볼츠만법의 중력항의 취급을 위해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

었다(Buick et.al., [2000], Wen et.al. [2012]등). 비교적 간단
한 방법으로서는 충돌단계에서 수정된 속도를 추가적으로 구해
서 그 속도 성분을 국소등가함수내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체적력
으로서 작용하는 중력의 효과를 운동량의 변화 즉, 으로 
해석하여 매 스텝마다 식 (11)을 통해서 계산된다.  



    




 

 (11)

여기서, 는 식(3)으로부터 구한 값이며, 는 중력의 효과
가 추가된 속도이며 이 값이 국소등가함수에 사용된다. 는 완화
계수이며, 는 식(2)에 쓰인 값과 동일하다. 유체력으로 
 로 는 중력가속도이며, 실제 계산에서는 무차원된 값
을 사용하게 된다. 이 값은 또한 incompressible limit에 영향을 
끼치는 값이다. 4,7,8 방향으로는 양의 값이 2,4,6에는 음의 값
이 적용되며, 1,3방향으로는 중력가속도가 작용하지 않는다. 

2.6 표면장력
격자볼츠만방법에 있어 표면장력의 표현은 2-3의 재 구성항

에 표면장력의 효과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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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첨자 inn은 유체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방향에 해당



하고, out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는 표
면장력을 그리고 는 곡률을 나타내며, 구하는 식을 아래 식(13)
과 식(14)에 각각 나타내었다.

  ′∆
∆  (13)

  ∇·  ∇·∇·
∇· (14)

은 스칼라량으로 식(7)과 동일하며, ′은 표면장력의 무차
원 수이며, 은 자유수면 cell의 normal 방향성분을 나타낸다.

2.7 경계조건
본 논문에서 채택한 셀의 모양은 사각형으로서 control cell은 

그 사각형이 되며, 중심에 속도와 밀도가 정의되어 있는 형태이
다. 따라서 고체경계를 생각할 때 셀중심과 셀면사이의 1/2위치
에 존재한다. 따라서 2차정도의 벽면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Kim, 
[2000], Chen et.al., [1996]). 예를들어 D2Q9의 제2방향으로
의 밀도함수는

      

  

 (15)

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등가밀도함수내의 셀내
의 속도와 밀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3. 계산사례
3.1 중력세기

중력이 효과를 식(3)에 적용하였다. 초기 밀도는 1.0으로 주어
졌으며, 등가상태가 되었을 때 밀도의 수직분포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계산영역은 100×100에 Fig.3과 같이 자유수면을 가지고 
있는 정수상태를 가정하고, 는 2.5×10-5m, 는 
2.0×10-5sec 으로 하여, 완화계수 는 0.596으로 설정되었으
며, 무차원 중력가속도인 ′은 0.0025를 두었다. 문제의 설정으
로는 사각경계면은 no-slip 경계조건으로 두고, Fig. 3과 같이 b
만큼의 유체가 채워져 있을시에, 무차원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밀
도의 수직 분포의 확인해 보았다. Fig. 4(a)는 밀도의 연직분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직선에 가깝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체하면에서의 밀도는 최상부보다 약 3%의 
밀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화살표시는 무차원시간이 0.062일
때의 밀도 분포를 지시하고 있다. 또한 Fig. 4(b)에서는 의 최하
단면의 밀도변화를 무차원시간으로 나타낸 것으로 진동을 하면

서 밀도의 분포값이 매우 짧은 시간(0.05) 내에 중력장이 형성됨
을 알수 있으며, 수직분포는 직선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Problem setup for the density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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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 The density as function of non-dimensional 
depth for a fluid with =1.0 and =0.596. The arrow is 
the density profile for the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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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b) The density variation of a point at the bottom 
layer as the time is evolved

3.2 Dam breaking 적용사례
본 논문에서는 격자 볼츠만법을 이용하여 자유수면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코드의 계산사례로 2차원 
Dam-breaking문제를 다루었다. Fig. 5에는 계산영역을 나타내
고 있으며, 유체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ble 1에
는 계산시에 사용한 물리적 파라메터를 나타내었으며, ∆  = 
2.5×10-5m를 사용하였다. 식(4)에 의해서 ∆는 0.56×10-5s
로 주어졌으며, =0.596를 사용하였다.

Fig. 5 Schematic view of typical Dam-breaking
Table 1. Parameters values for the test simulation

Parameter(s) Value(s)
Viscosity()[] 10-6

Surface tension()[] 7․10-4

Gravitational Constant()[] 9.81
Density()[] 1,000

먼저 격자수에 따라 질량보존의 정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
유수면 이동은 2-4장에도 언급하였듯이 자유수면셀과 자유수면
셀, 자유수면셀과 유체셀의 물질이동에 의해 표현된다. 이산화 
방향을 따라 밀도함수와 유체스칼라의 조합으로 주위의 셀과 질
량의 차감을 반복하며 전체 질량을 보존토록 한다. Fig.6 는 세
가지의 다른 격자수 50×50, 80×80, 100×100를 택하여 비교하
였다. 계산영역의 한변의 길이를 0.0025m로 주어졌을 때에 세가
지 격자수 50×50, 80×80, 100×100의 경우를 테스트해 보았
다. Table 2에 각각의 파라메터를 나타내었으며, ′의 값은 동일
하며, 가 작아질 수록 값이 크짐을 알 수 있다. 즉 시뮬레
이션이 안정적인 경향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Fig. 6에는 격
자수에 따른 질량의 보존을 시뮬레이션 한 경우이다. 댐의 유체
가 반대편 벽면에 부딪치고 반사되는 시간영역에서 최대 ± 
0.2%의 미소한 변화가 존재하나 그 이후에는 질량보존이 복원됨
을 알 수 있다.

Table 2. Parameters values for the grid dependency test

50×50 80×80 100×100
△x[m] 5.0×10-5 3.125×10-5 2.5×10-5
△t[s] 4.0×10-5 2.5×10-5 2.0×10-5
g'[-] 0.0025 0.0025 0.0025
[-] 0.548 0.5768 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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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servation check
Dam-breaking에 관련한 기존 실험 문헌(Martin et.al.[1952]) 

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주로 비교의 대상으로는 댐이 붕괴되면서  
댐 자유수면의 선단 또는 상단이 전진 또는 하강하는 위치를 시
간대 별로 비교한다. 따라서 Fig.7 에 댐 자유수면의 하단부 선
단이 전진되는 변화양상을 비교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격자수 
[100×100]일 때 실험값과 가장 비슷한 경향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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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water front position with 
experiments and other simulation results

4. 결 론
주로 유체시뮬레이션은 전통적으로 N-S기반이 우세하기 때문

에 자유표면의 처리방식 또한 다양한 종류(VOF, MPS(Moving 
Particle Semi-implicit), Level Set등)가 있으나, 격자볼츠만방법 
자체가 비교적 쉬운 코딩화에도 불구하고 보편화 되지 않고 마이
크로 스케일 단위에서 응용되는 이유는 계산상에 메모리가 과다
하게 쓰인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결국 병렬화로 연결될 것이며, 
난류의 보완, 의 모델링등이 계속 보완된다면 격자볼츠만방
법은 마이크로스케일에서 마크로 스케일까지 넓은 스케일에서 



공학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본 논문은 격자볼츠만 방법(Lattice Boltzmann Method)

을 이용하여 자유수면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Navier-Stokes Solver의 연속체적 접근방식과 비교하면 입자의 
통계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LBM은 아직 해석하고자 하는 
물리적 스케일에는 연속체적 접근방식과 비교하면 작은 경향은 
있으나,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계산 영역이 커져가고 있다. LBM
의 특징으로 대류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수치확산과 같은 부차
적인 문제점이 없고, 이산화 단계가 단순함에 따라 비교적 개발
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D2Q9(2차원9개방향)의 시스템을 통
하여 비압축성유동을 위한 국소등가함수가 사용되었으며, 이 등
가함수내에 외력항으로서의 중력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력장과 
CFL조건으로 인한 완화계수의 결정방법을 논하였다. 벽면 조건
으로는 2차정도의 bounce-back 방식을 적용하였고, 스칼라로 
주어지는 수면의 이동을 위해 질량 이동 방법론에 대해서도 거론
하였다. 질량보전의 만족함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
유수면 계산시의 중력장의 수직분포를 위해 짧은 계산시간 내에 
밀도의 수직분포가 선형적으로 안정적으로 분포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LBM은 격자크기에 의존성이 나타남을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것이 계산의 병렬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통상적
인 물리적 영역을 가정하여 LBM의 결과값을 NS Solver의 값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메모리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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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법을 이용한 조류발전용 터빈 성능 해석
이건화, 장현길, 이창섭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요 약
신재생에너지인 조류발전용 터빈의 빠르고 정확한 성능해석을 위해, 패널법을 이용하여 성능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코드를 개

발하였다. 후류 모델에 따라 동력계수와 토오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가지 후류 모델을 통해 계산을 수행하여 
CFD를 이용한 기존의 결과 값과 비교하였다. 계산 결과 비교를 통해 후류 모델이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
었으며, 실제 유동현상과 최대한 가깝게 표현된 최종 후류 모델을 결정하여 CFD 결과 및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앞으로 터빈 
블레이드의 형상을 완벽하게 모델링 하고 후류 모델을 개선하여 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Keywords : 패널법(Panel Method), 조류발전(Tidal current power),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후류모델(Wake Model)

1. 서 론
지금 세계는 화석에너지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

후 변화에 따른 엄청난 손실과 유가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
라나라 또한 아직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를 넘
으며, 많은 수입액 중 하나가 에너지 수입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3면으로 둘러싸인 해양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새롭고 청정에너지
인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개발이 시급하다. 신재생에
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발생이 거의 없고, 연구개발
에 의해 에너지 자원이 확보 가능한 정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조류발전은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무공해 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아직 조류발전의 연구는 선진 몇 국에서만 수행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울돌목조류발전을 시작으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류발전은 바다 속에 큰 프로펠러식 터빈을 설치, 조류를 
이용하여 조류의 운동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화하여 발전하는 
기술이다. 조류발전시설의 입지조건은   이상인 곳과 조류 
흐름의 특징이 분명한 곳으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
류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조류발전은 날씨의 변화와 상관
없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이다. 또
한 조류발전은 조력발전에 비해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선박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프로펠러 원리와 유사한 조류발전용 
터빈의 성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법을 기반으로 한 프
로펠러용 정상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개량하여 조류발전용 블레
이드의 동력계수 및 토오크계수를 구하였으며, 이 결과 값들을 
기존의 연구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선박의 프로펠러의 설계 및 성능평가에 이미 검증되어 사용해
온 패널법을 조류발전용 터빈의 성능해석에 이용함으로서 개발
이 완료될 향후에는 정확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조류발전용 터빈
의 성능해석 및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류발전용 블레이드 양력 이론

Figure 1 Difference between Propeller and Blade of the 
camber 

조류발전은 풍력발전과 그 원리가 유사하여 풍력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로부터 조류발전에 관한 제반 특성을 추정하기도 
한다. 조류발전 및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는 유입유동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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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력(Lift)을 이용하는 것은 선박의 프로펠러와 동일하다. 하
지만 선박의 프로펠러는 양력이 주로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발생
되도록 하여 추진력을 얻는 반면, 조류발전 및 풍력발전의 블레
이드는 양력이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캠
버의 방향이 선박용 프로펠러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다. Figure 1에서 추력 는 날개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가리
킨다.

3. 조류발전용 터빈 후류 모델
선박용 프로펠러는 엔진동력이 프로펠러에 전달되어 유체를 

가속시킴으로서 추력을 발생시키므로 후류의 유속은 가속되며 
유관의 반경은 감소된다. 반면 조류발전용 터빈의 경우 조류로부
터 전달된 에너지가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소비되므로 후류의 유
속은 감소되며 유관의 반경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조류발전용 
터빈의 성능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류 모형을 가정하였다. 

후류의 형상은 터빈 날개에 유기속도로 영향을 주어 날개에 
걸리는 힘의 정확한 계산에 큰 영향을 준다. 프로펠러의 경우와
는 반대로 터빈의 경우는 운동량 이론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유
입유동의 축방향속도 가 하류에서 속도가   로 감소되
므로 후류 보오텍스의 피치가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Figure 2 Momentum Theory of stream 
 

원칙적으로는 후류 유관의 모양은 후류를 경계면으로 하는 경
계치 문제를 풀어서 결정해야 하지만, 계산의 안정성과 계산시간
의 감소를 위해 후류 보오텍스 유관을 모델링하여 터빈의 성능해
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터빈 유관 운동량 이론을 바탕으로 무한 
하류 위치에서의 속도와 반경을 추정하고 터빈 후류의 피치를 감
소시키도록 모델링 하였다. 하루방향 위치에 따라 유관의 반경과 
유속이 동시에 변화되어야 하지만 반경 및 유속 각각이 계산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반류를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작용원판에서 무한 하류까지의 
분포는 3차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때 다항식의 계수는 
작용원판에서의 기울기와 반경, 무한 하류에서의 기울기와 반경
을 조건으로 결정된다. Figure 3에서 Figure 6까지의 4가지 반류 
모델을 도시하였으며 유속은 하류 방향 간격이 형태로 나타난다.

Model A : 유속은 유입 유속으로 변화하지 않고 유관의 반경  
             확장을 3차식 형태로 표현. 

Model B : Model A에서 후류유속을 유입유속의 80%로 간주.

Model C : Model A에서 후류유속을 유입유속의 60%로 간주.

Model D : 유관의 반경과 유속을 모두 3차식의 형태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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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ake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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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ake mod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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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ake mode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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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ake model D

4. 성능해석 대상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류발전용 터빈의 모형시험 및 성능해석 사례를 활용하였다. 도
인록 등[2]은 3가지 다른 블레이드 형상을 가진 조류발전 터빈
의 모형시험을 예인수조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신병철 등[1]은 
동일 대상에 대하여 상용 CFD 코드인 Fluent를 사용해 수치해석
을 수행한 바 있다. 

Design Parameters values
  : Rated power 100

  : Estimated power coefficient 0.48
 : Estimated drive train efficiency 0.9
  : Rated stream velocity 2

 : Sea water density 1024

 : Tip speed ratio 5.1773
D : Diameter 8
N : Blade number 3
  : Rotational speed 24.72

Table 1 Blade design parameters 



기존 연구 사례에서 사용된 3가지 블레이드 형상 중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가진 블레이드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해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해당 블레이드의 설계 제원은 Table 1과 같고, 
Table 2는 블레이드의 상세제원을 보여준다. NACA63-418 단면
의 형상은 Figure 7과 같다.

 

Section Chord(mm) Twist angle
(deg) foil type

0.00 ㅡ ㅡ
0.05 ㅡ ㅡ
0.10 ㅡ ㅡ
0.15 424.26 ㅡ ellipse(2:1)
0.20 424.26 ㅡ ellipse(2:1)
0.25 transition transition transition
0.30 684.11 16.98 NACA63-418
0.35 655.11 14.59 NACA63-418
0.40 626.11 12.66 NACA63-418
0.45 597.10 11.07 NACA63-418
0.50 568.10 9.75 NACA63-418
0.55 539.10 8.64 NACA63-418
0.60 510.09 7.69 NACA63-418
0.65 481.09 6.87 NACA63-418
0.70 452.09 6.15 NACA63-418
0.75 423.08 5.50 NACA63-418
0.80 394.08 4.91 NACA63-418
0.85 365.08 4.33 NACA63-418
0.90 336.08 3.74 NACA63-418
0.95 307.07 3.02 NACA63-418
1.00 278.07 2.50 NACA63-418

Table 2 Particulars blade and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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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NACA 63-418 foil section 
기존 연구사례에 사용된 블레이드 형상은 0.15R~0.2R 구간

에서 타원 단면을 가지며 0.3R에서부터 NACA63-418 단면을 사
용한다. 0.2R~0.3R 구간은 타원형 단면이 비행익 단면으로 변
화되는 구간으로 날카로운 날개 뒷날이 없어서 양력을 발생시키

지 않을 것이므로     이후의 NACA63-418 날개 단면
만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8 Tidal stream turbine blade geometry 

 
5. 성능해석결과

5.1 동력계수, 토오크계수 추정 결과
본 연구로 개발된 수치해석 코드를 통해 얻어진 동력계수와 

토오크계수를 각종 임펠러 간 성능비교의 기준이 되는 날개끝 속
도비(Tip Speed Ratio, TSR)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동력계수 
 , 토오크계수  및 날개끝 속도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2)

 
 

                                     (3)

 : Blade radius
  : Disk area
  : Torque
  : Rotational speed
  : Stream velocity



Figure 9 , Figure 10에서 후류 모델에 따른 속도 감소량에 의
해 토오크 및 동력계수 추정 값이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후류 모델 A, B, C 모두 동일한 유관 반경을 
가지고 있으나 후류 유속의 크기에 따라 토오크 및 동력계수 값
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후류 모델에서 유관 내 
속도변화가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
며, 앞으로 실제 유동현상과 최대한 가깝게 표현된 모델 D를 최
종 후류 모델로 결정하고 CFD 및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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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torque coefficient for various 
turbine wak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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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power coefficient for various 
turbine wake models

CFD를 이용하여 얻어진 동력계수와 토오크계수의 값이 가파
른 움직임을 보인 반면, 패널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 값들은 모
두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 TSR 7 ~ TSR 11부분에서는 CFD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 값과 D모델의 결과 값이 거의 일치한 반
면, 설계 유속인  (TSR=5.1773)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
다.

나머지 A, B, C 모델들은 반류의 피치비가 60%, 80%, 100%
로 올라갈수록, 그에 대응하여 결과 값 또한 일정 비율로 값이 
커지는 것을 보인다. A모델은 설계 유속인  (TSR=5.1773)
에서 CFD를 수행한 결과 값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차이를 보였다. 반류의 피치비 80%, 100%를 준 B모델, 
C모델은 거의 대부분 높은 값을 보였다.

5.2 기존 연구사례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능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추정된 동력계

수, 토오크계수를 실험[2] 및 CFD 추정[1] 결과와 비교하였다. 
[2]에서 조류발전 터빈의 동력계수, 토오크계수 계측은 
270RPM, 330RPM, 410RPM로 3가지 RPM 조건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각각 결과들을 Figure 11, Figure 12에 비교 도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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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mparison of torque coefficient between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CFD and present nume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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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of power coefficient between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CFD and present numerical 

results
CFD를 적용하여 얻은 토오크계수 계산결과와 본 연구의 토오

크계수 결과 모두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토오크계수 값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차이는 TSR이 높은 구역에서 두드러
진다. 설계 유속인 2(TSR=5.1773)에서 패널법을 적용하
여 얻은 결과 값과 실험값은 비슷한 부분을 보였다. CFD를 적용



하여 수행한 계산 결과 값은 모두 실험값보다 모두 높은 값을 보
였다. 

CFD 계산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TSR이 높은 구역에
서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낮은 구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을 뚜렷하
게 검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실험결과 역시 여러 
환경요인을 생각하여야 하고, 패널법과 CFD모두 타당한 결과를 
준다고 검증된 바가 없지만 결과 값이 유사한 영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널
법은 허브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였으며 터빈 블레이드의 형
상을 완벽하게 모델링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을 보완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6. 결 언
선박의 프로펠러 원리와 유사한 조류발전용 터빈의 성능을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법을 기반으로 한 프로펠러용 정상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개량하여 조류발전용 블레이드의 동력계수 및 
토오크계수를 구하였으며, 이 결과 값들을 기존의 연구자료와 비
교, 분석하였다.

패널법과 CFD 및 실험에 의한 결과 모두 각기 다른 경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법을 이용한 결과는 설계 유속인 2
(TSR=5.1773)에서 실험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지만 그 
외는 대부분 높거나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CFD 계산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TSR이 높은 구역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을 뚜렷하게 
검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각각의 결과가 유사한 영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므로 앞
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널법의 경우 
프로펠러의 해석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프로펠
러와 유사한 터빈 블레이드의 해석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터빈 블레이드의 형상을 완벽하게 모델링 하고 
후류모델을 개선하여 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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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Viscous Flow around Low Aspect Ratio Wing for the 
Wavy Leading Edge 

 
Mi Jeong Kim, Hyun Sik Yoon, Ho Hwan Chu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wavy leading edge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the flow 
of rectangular wings with the low aspect ratio of 1.5. Two different wave lengths of / 6S  and /10S  at fixed wavy 
amplitude of 0.05C  have been considered, where S  and C  are the span length and the mean chord length of the wing, 
respectively.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at a wide range of the angle of attack (0 40a° £ £ ° ) at one Reynolds 
number of 610 . In the pre-stall region, the wavy wings reveal the considerable loss of the lift, compared to the smooth wing. 
In the post-stall, the lift coefficients of the smooth wing and the wavy wings are not much different.  
 
Keywords: Wavy leading edge, Wave length, Low aspect ratio wing, Lift, Stall 
 

1. Introduction 
 
The modification of the leading edge that mimics the 

humpback whale flipper, which is believed to significantly 
help the whale to execute rolls and loops under water, have 
been considered to increase the lift of the wing and improve 
the wing stall characteristics.  

Recently, author and coworkers (Yoon et al., 2011) 
investigated numerically the effect of the wavy leading edge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three-dimensional 
viscous flow around a wing. Yoon et al. (2011) considered 
the semi-span rectangular wing with the low aspect ratio of 
1.5 which falls into the ratio range of the rudder of the ship. 
They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waviness ratio on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flow around the wing over a 
wide range of angles of attack. 

 Yoon et al. (2011) showed that most of waviness ratio 
present earlier occurrence of the stall than the smooth wing, 
except the lowest waviness ratio considered in their study. In 
the post-stall region based on the smooth wing, lift of wings 

with waviness ratios except the lowest waviness ratio 
recovered and became larger than those of the smooth wing 
and the lowest waviness ratio.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wave 
length on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flow around 
the wing over a wide range of angles of attack by 
considering five different waviness ratios. The present study 
also considers the semi-span rectangular wing with the low 
aspect ratio of 1.5 like Yoon et al. (2011) Eventually, the 
computational results of body forces, pressure coefficient, 
limiting streamlines and vortical structures around a wavy 
wing with different wave lengths are compared with those 
around a smooth wing in a wide range of angle of attack.  

 
2. Computational details 

 
Fig. 1 shows the coordinate system, the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of the problem. A fixed 
Cartesian coordinate system ( , ,x y z ) is used with the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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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at the end of the wing tip. The x -axis is aligned 
with the inlet flow direction. The z -axis is parallel to the 
wing spanwise direction and the y -axis is perpendicular to 
both the x  and z  axes. The size of the computational 
domain formed as a cylindrical shape is defined by the 
radius of 10C  and the height of 4.5C , where C  
represents the mean chord length of the wing.  

 

 
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coordinate system along  

with boundary conditions 
 
A no-slip boundary condition is imposed on the wing 

surface while the symmetry condition is set for the far-field 
boundary. The uniform flow with the free stream velocity (U¥ ) 
and low turbulent intensity are imposed on the inflow 
boundary condition. The convective condition is applied on 
the outflow boundary. The computations for the flow around 
the NACA 0020 wing section with the span (S ) of 1.5C  
are performed at the Reynolds number (Re U Cr m¥= ) of 

610  for the wide range of angle of attack of 
0 40a° £ £ ° . 

Fig. 2 shows schematic diagrams of the rectangular 
wing and the wavy wing. The wavy leading edge has a 
sinusoidal variation in the cross sectional area along the 
spanwise direction, which is described by: 

 
( ) cos(2 / )C z C a zp l= +                           (1) 

where ( )C z  denotes the local chord length of the 
profile, a  is the wavy amplitude and l  is wave length. In 
the present study, the wavy amplitude have fixed values of 
0.05C .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flow 
around the wavy wing are examined at two different wave 
lengths of 6S  and 10S .  

Regarding to the verification of the present numerical 
methodologies, as above mentioned, the present numerical 
methods and the grid system follow the authors’ previous 
study (Yoon et al., 2011) for the problem of the wavy leading 
edge. Thus, the validation of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can be refereed from Yoon et al. (2011) who followed 
Molland and Turnock’s (1993)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smooth rectangular wing with the NACA 0020 section 
and 1.5AR = , with the angle of attack ranging from 0°  to 
40°  and 6Re 10= . The lift and drag coefficients ( LC , DC ) 
of Yoon et al. (2011) agreed well with those of Molland and 
Turnock’s (1993) experiment.  

 

 
Fig. 2 Top view of geometries of (a) the rectangular wing  

and (b) wavy wings with different waviness length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Lift and drag coefficients 
 

The variation of LC  according to the angle of attack for 



the wavy wings with different wave length and the smooth 
wing is plotted in Fig. 3(a). In general, for the low angles of 
attack in the range of 0 8a° £ £ ° , regardless of the wave 
length, the effect of the wavy leading edge on the lift 
coefficient is almost negligible. However, when 8a > ° , the 
discrepancy of LC  between the smooth wing and the wavy 
wings is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smooth wing, LC  increases 
monotonically with increasing a  up to 20° , where LC  
has a maximum value. As a  increases continuously to 
20° , LC  decreases dramatically. Further increasing a , 
LC  is almost saturated.  

In contrast to the smooth wing, the wavy wings show 
very small the reduction of LC  in the range of 
12 16a° £ £ ° , even though a  revealing the lift loss 
depends on the wavy length in this range of a . After 
undergone the slight drop of the lift, with increasing a  to 
24° , LC  augments again. As a  increases continuously 
from 24° , the variation of LC  is almost negligible. 
Consequently, the wavy wings considered in this study don’t 
present enough drop of LC  to be defined as the stall, 
comparing with the smooth wing as shown in Fig. 3(a). 

In the range of 24 40a° £ < ° , the case of 6Sl =  
provide slightly larger LC  than the smooth wing, which can 
be clarified by the careful observation of Fig. 4(a). This 
pattern of LC  in the post-stall region ( 24 40a° £ < ° ) 
based on the smooth wing is consistent with the finds of 
Johari et al. (2007) and Yoon et al. (2011). 

Fig. 3(b) shows the drag coefficient ( DC ) as a function 
of a  for the smooth wing and wavy wings. In general, for 
the low angles of attack in the range of 0 8a° £ £ ° , 
regardless of the wave length, the wavy wings show about 
the same value of DC  with the smooth wing. However, 

when 12 24a° £ < ° , all wavy wings start to provide the 
considerable increase of DC  to the smooth wing. In the 
post-stall region (24 40a° £ £ ° ), the wavy wings diminish 
the increment of DC  to the smooth wing. 
 

 
    (a) 

 
        (b) 

Fig. 3 (a) Lift coefficient and (b) Drag coefficient of the wavy  
wing and the smooth wing as according to the  
angle of attack. 
 

3.2. Distribution of the pressure coefficient 
 

Fig. 4 shows the distribution of PC  on the upper 
surface for the smooth wing and the wavy wing. In the case 
of / 6Sl = , the pattern of distribution of PC  is similar with 

/10Sl = . So, figures of / 6Sl =  are omitted. 
Fig. 4(a) shows the distribution of PC  on the upper 

surface for the smooth wing and the wavy wing 12a = ° .  
Near the wing tip, regardless of the wing shape, PC  reveals 



about the same low value of 1- , which, as is well known, is 
due to the existence of the tip vortex.  

 For the smooth wing, the low values of PC  distribute 
near the leading edge. Especially, the relatively lowest value 
of 1.9PC = -  appears in the vicinity of the wing root, and 
PC  then increases towards the trailing edge as shown in 

Fig. 4(a). Consequently, LC  and DC  for the smooth wing 
at 12a = °  have the largest and smallest values as 
revealed in Figs. 3(a) and 3(b), respectively. 

  

 
 

In the case of 10S , the relatively high values of PC  
diverge from the first trough on the inboard side to the 
outboard side of the wing tip as shown in Fig. 4(a). 

When 20a = ° , in case of the smooth wing, the suction 
effect becomes stronger, resulting in a wider distribution of 
the lower values of PC  from the root side of the leading 
edge as shown in Fig. 4(b). On the inboard side, the 
contours of 0.4PC = -  and 0.2-  spread towards the  

 
 
 
 
 
 
 
 
 
 
 
 
 
 
 
 
 
 
 
 
 
 
 

 
 
 
 

       

   (a) 
 

         
     (b) 

 

         
  (c) 

Fig. 4 Distribution of pressure coefficient ( PC ) on the upper surface for different wings; (a) 12a = ° , (b) 20a = °  
and (c) 24a = °  for smooth wing (left column) and /10Sl = (right column). 



leading edge and trailing edge, respectively, since the 
helical nature of the limiting streamlines of the wall shear 
components and the vortical structures are formed in the 
corresponding region at this angle of attack. Thus, as a  
increases to 20° , the lower values of PC  occupy a 
broader area, which contributes to the augmentation of LC .    
In the cases of wavy wings reveal wide distribution of 
relatively higher PC  on the surface than the smooth wing, 
as shown in Fig. 4(b). In cases of the wavy wings, the 
divergence of PC  distribution from the wave trough is 
preserved and predominant to the formation of PC  on the 
surface as observed from Fig. 4(b), which is appeared at 
lower 12a = °  in Fig. 4(a). Consequently, the values of 
LC  for all wavy wings at 20a = °  are much smaller than 

the smooth wing in Fig. 3(a). 
Fig. 4(c) shows the distribution of PC  on the upper 

surface of the smooth wing and the wavy wings at 24a = ° . 
For the smooth wing, at 24a = °  in the post stall region. 
As the wave length decreases continuously, the high values 
of PC  diverge from the first trough on the inboard side to 
the outboard side of the wing tip as shown in Fig. 4(c). 
Consequently, all the cases are generally similar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force coefficient of DC  is the larger than 
smooth wing as shown in Fig. 3(b). 
 

4.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wavy leading edge on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ree-dimensional rectangular wings with NACA 0020 
section. Two different wave lengths of  / 6S  and /10S  
at fixed wavy amplitude of 0 05. C  have been considered.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at a wide range of the 
angle of attack (0 40a° £ £ ° ) at one Reynolds number of 

610 .  Consequently, in the pre-stall region, the wavy wings 
reveal the considerable loss of the lift, compared to the 
smooth wing. In the post-stall, the lift coefficients of the 
smooth wing and the wavy wings are not much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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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변형을 하는 쐐기의 수면 입수 수치 모사
신상묵, 김인철, 김용직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요 약

유체력에 의해 동적 탄성 변형을 하는 쐐기의 수면 입수에 대한 유탄성 해석이 수행되었다. 임의의 밀도 분포를 갖는 비압축성 
유체들에 대한 flux-difference splitting 기법을 적용하여 자유 표면 유동이 해석되었으며 동적 탄성 변형을 하는 물체 경계 조건
은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법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개발된 코드의 움직이는 물체와 자유 표면 유동의 상호작
용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자유 낙하 하는 강체 쐐기의 수면 입수에 대한 수치 모사를 수행하고 시간에 따른 쐐기의 속도 변화 및 
쐐기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실험 결과 및 다른 계산 결과들과 본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유체력에 의한 쐐기의 탄성 변형은 
시간에 따른 압력 분포를 하중으로 하는 동적 보 방정식에 의해 모델링되었으며 매 순간 형상 및 변형 속도가 고려된 비정상 자유 
표면 유동이 해석되었다. 탄성 변형을 하는 쐐기의 경우, 일정한 속도로 입수하는 경우에 대한 압력장의 시간 변화를 해석하고 
동일한 운동을 하는 강체 쐐기 주위 압력장의 시간 변화와 비교하여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탄성 변형이 유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Keywords : Hydroelasticity(유탄성 해석), Water entry(수면 입수), Elastic deformation(탄성 변형), Flux-difference splitting scheme(FDS 기
법),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method(HCIB 법)

1. 서 론
유체 충격력에 의한 구조물 손상과 관련하여 자유 표면 유동

과 작용 유체력에 의해 동적 탄성 변형을 하는 구조물의 상호작
용에 대한 유탄성(hydroelasticity) 해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Luo et al. (2012)와 Korbkin et al. (2006) 등은 입수 충격
에 따른 구조물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Wagner 해석을 이용한 유
체력 산정과 유한요소 해석을 결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Panciroli et al. (2012)는 SPH 기법에 의한 유동해석을 이용하여 
탄성 변형을 고려한 수면 입수를 해석하였다. Das and Batra 
(2011)는 LS-DYNA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동적 탄성 변형이 압력 
분포에 변화를 가져옴을 보고하였다. Seo et al. (2011)은 자유 
낙하 하는 쐐기의 재질에 따른 유체력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탄성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유동 해석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시간에 따른 유동 영역 경계의 형상 변화는 유동 해석 기
법들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가상 경계법(immersed 
boundary method)등과 같은 경계 비정합 기법(non-boundary 
conforming method)들은 물체 경계와 독립적인 배후 격자계에서 

지배 방정식을 이산화하기 때문에 유탄성 해석에서 요구되는 시
간에 따른 물체의 형상 변화를 고려하기가 용이하다. Gilmanov 
and Sotiropoulos (2005)는 가상 경계법과는 반대로 순간 유동 
영역 내부에 계산 영역이 정의되도록 하는 경계 비정합 기법인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HCIB) 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가상 경계법과 달리 물체의 두께 등에 따른 적용의 제
한이 없으며 Euler 방정식 해석에 적용이 용이하다. Shin et al. 
(2007)은 HCIB 법에서 물체 경계를 가로지르는 배후 격자계의 
edge들을 기준으로 유동 영역 내부의 계산 영역이 정의되도록 
함으로써 이산화된 유동 해석 문제의 well-posedness 보장 및 
얇은 물체 형상 고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적 보 방정식 해
석과 연결하여 유동장 내에서 탄성 변형을 하는 구조물에 대한 
유탄성 해석을 보고하였다. 개발된 HCIB 법을 이용한 유탄성 해
석 코드는 유연 날개에 의한 추력 증가 현상에 대한 수치 모사에 
적용되었다 (Shin et al., 2009).

Kelecy and Pletcher (1997)은 밀도가 다른 비압축성 유체들
에 대한 Riemann 문제 해석에 근거한 flux-difference splitting 
(FDS) 기법을 이용한 자유 표면 유동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자유 표면은 유동장 내부의 움직이는 접촉 불연속
면 (contact discontinuity)으로 처리되며 자유 표면 주위를 포함
한 전체 배후 격자 절점들에서 동일한 계산 과정에 의해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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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hin et al. (2012)는 비압축성 유체들에 대한 FDS 기법과 

HCIB 법을 연결한 새로운 자유 표면 유동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
다. 이 방법에서는 매 순간 물체 표면 위에 분포된 Lagrangian 
절점들의 위치 및 속도 벡터들만 입력되면 움직이거나 변형하는 
물체 경계 및 자유 표면이 모두 배후 격자계에서 자동 처리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개발된 FDS-HCIB 코드에 대해 다양한 경우
에 대한 다른 실험 및 계산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 가능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검증 예들은 Rayleigh-Taylor 불안정성
(Shin et al., 2010)과 같이 경계면의 변화가 심하고 점성의 영향
이 큰 경우 및 수중익에 의한 조파 현상과 움직이는 조파기에 의
한 수면파 전파에 대한 비점성 해석 경우 등을 포함하였으며, 개
발된 코드는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3차원 탱크 내 sloshing 해석
과 전진하면서 동요하는 물체 주위 3차원 내면파 해석 등에 적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FDS-HCIB 코드에 동적 탄성 변형을 
하는 보에 대한 구조 해석 기법을 연결하여 자유 표면 주위에서 
탄성 변형을 하는 구조물의 유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FDS-HCIB 코드의 자유 표면 유동과 움직이는 물체에 관한 연성 
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써 수면으로 자유 낙하하는 강체 
쐐기의 운동을 해석하고 그 결과들을 Zhao et al. (1997)에 의한 
실험 결과 및 Kleefsman et al. (2005) 와 Oger et al. (2006)에 
의한 수치해석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개발된 코드를 이용하여 구
조물의 특성 변화에 따른 수면 입수 시 작용하는 유체력 변화가 
모사되었다.

2. 지배 방정식
자유 표면 유동 해석을 위한 지배 방정식은 임의의 밀도 분포

를 갖는 비압축성 유체들의 비정상 유동에 대한 질량 및 운동량 
보존식과 각 유체들의 비압축성 조건들이다. 자유 표면을 유동장 
내부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접촉 불연속면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보존 방정식 및 비압축성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적분 형태로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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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는 검사 체적, S 는 검사 표면, ρ 는 밀도, u, v 는 각 
방향 속도 성분, p 는 압력, nx, ny 는 검사 표면에 대한 법선 벡
터 성분, θ = unx + vny, τij 는 점성 응력, g 는 중력 가속도이다. 

각 유체들의 비압축성 조건은 식 (1)의 마지막 식으로부터 강

제되며 유동에 따른 밀도장 변화는 첫 번째 식인 질량 보존에 의
해 계산된다. 계산된 밀도 분포로부터 자유 표면이 포착되지만 
계산의 전 과정 동안 자유 표면에서 추가적인 처리를 전혀 필요
로 하지 않는 반면 영역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질량 및 운동량 flux 계산을 위한 기법이 요구된다.

3. FDS 기법을 이용한 자유 표면 유동 
해석

유동 영역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타당한 flux 추정을 위하여 임의의 밀도 분포를 갖는 비압축성 유
체들에 대한 flux-difference splitting (FDS) 기법이 적용되었다 
(Shin et al., 2012). Hyperbolic 문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매 물
리적 시간 단계마다 가상 시간(pseudo-time)을 도입하여 식 (1)
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3)




   




     

여기서 β 는 가상 시간에 대한 의사 압축성 계수이다. 각각의 물
리적 시간 단계마다 가상 시간에 대한 정상(steady) 해를 구함으
로써 원래의 보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가상 시간에 대해 형성
된 Riemann 문제의 해를 이용하여 flux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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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검사 표면 양쪽에서 재구성된 수정된 보
존 변수 벡터들이고 는 보존 변수 벡터에 대한 비점성 flux의 
Jacobian 행렬이며 R 은 Jacobian 행렬의 고유 벡터들로 구성된 
행렬이며 는 Jacobian 행렬의 고유치의 절대값을 요소로 
하는 대각 행렬이다.

임의의 보존 변수 벡터들의 조합들에서도 도약 조건 
 -


  =    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존 변수 벡터들과 

Jacobian 행렬 계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속도 성분들은 밀도
의 제곱근을 기저로 가중 평균된 값들이 사용되며 압력은 산술 
평균 값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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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Jacobian 행렬 및 eigen-system은 Shin et 
al. (2012)에 보고되어 있다.

고차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 표면 양쪽의 종속 변수들
은 요소의 중앙에 저장된 gradien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
성되었다.


  ∇ ·     (6)

여기서 r R 과 r i,j 는 각각 검사 표면 및 요소 중앙 점의 위치 벡
터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장 내부에 불연속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요
소 중앙에서의 gradient 계산 과정에서 비물리적인 진동을 억제
하기 위해 주의를 요한다. 이를 위하여 Gao et al. (2007)에 의
해 제안된 minmod와 superbee 제한자들의 혼합 형태인 제한자
가 적용되어 기울기들을 추정하였다.

매질 경계면 주위에서의 밀도의 불연속은 정수력학적 압력 기
울기의 불연속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검사 표면 양쪽에서 
gradient를 이용하여 재구성되는 압력들에 오차가 발생하며 정수
력학적 압력 변화가 수치 해석 과정에서 추정되는 중력에 의해 
정확히 상쇄되지 못한다. 이러한 오차는 그 크기는 미미하나 시
간 진행에 따라 계속 누적 되어감에 따라 경계면 근처에서 종속 
변수들의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Qian et al. (2006)은 압력 기울기를 유체 동역학적 성분과 정수
력학적 성분으로 분해한 뒤 중력 항은 계산 과정에서 추정된 요
소의 평균 밀도를 사용함으로써 종속 변수 재구성 방법에 관계없
이 정수력학적 압력 변화가 중력에 의해 정확히 상쇄되도록 하는 
pressure-splitt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pressure-splitting 기법을 적용하여 매질 경계면 주위에서 압력 
재구성 과정의 수치 오차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이 억제되도록 하
였다.

점성항 계산의 경우에는 검사 표면 양쪽 요소에서 저장된 
gradient를 이용하여 추정된 점성 응력들의 평균 값을 사용하여 
검사 표면에서의 점성 flux를 계산하였다. 유체의 동점성 계수값
의 경우 양쪽 요소에서 추정된 밀도를 기저로 하는 가중 평균에 
의해 추정되었다.

4. HCIB 법에 의한 변형하는 물체 경계 
조건 처리

움직이면서 탄성 변형을 하는 쐐기 표면의 물체 경계 조건은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HCIB) 법을 이용하여 처

리되었다 (Shin et al., 2006, 2007). HCIB 법도 가상 경계법과 
유사하게 Cartesian 배후 격자계에서 지배 방정식을 이산화 한
다. 그러나 가상 경계법과는 반대로 수정된 계산 영역이 원래 유
동 영역의 부분 집합이 되게 함으로써 지배 방정식의 수정은 전 
계산 영역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유동 영역 내부에 설정된 새로운 
경계에서는 경계 조건을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수정된 계산 영역은 물체 경계 주위 유동 영역 내부에 분포된 
가상 경계 절점들의 집합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가상 경계 절
점들의 분포는 두 가지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
상 경계 절점들의 집합은 닫힌 계산 영역의 경계를 정의하여 이
산화된 유동 해석 문제를 well-posed 시켜야 하며 가상 경계 절
점들에서 재구성된 종속 변수들을 경계 조건으로 해석한 유동장
이 원래의 유동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Shin et al. 
(2007)은 물체 표면을 가로지르는 배후 격자계의 edge들을 근거
로 가상 경계 절점들을 포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유동 
영역 내부 절점과 한 개의 edge로 연결되는 주위 절점들이 다른 
내부 절점 혹은 가상 경계 절점이 되도록 보장하여 정의 되지 않
은 종속 변수 사용 가능성을 제거 한다. 또한 이 기준은 배후 격
자계의 국부 간격과 물체 형상의 곡률 반경에 무관하게 물체 경
계 주위에 가상 경계 절점이 분포되도록 보장하여 원래의 유동 
경계 조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매 순간 유동 영역의 경계는 쐐기의 표면 위에 분포된 
Lagrangian 절점들을 연결하는 선분들의 집합에 의해 정의된다. 
각각의 물리적 시간 단계마다 쐐기의 운동 및 탄성 변형의 영향
을 고려하여 Lagrangian 절점들의 위치 및 속도를 결정한다. 배
후 격자계의 모든 edge들에 대해 Lagrangian 절점들을 연결하는 
선분들과의 접촉 여부를 조사하고 접촉하는 경우 그 edge의 두 
개의 절점들에 대해 유동 영역 내부인 경우 가상 경계 절점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가상 경계 절점에 대해 그 점을 통과하면서 물체 경계
와 수직으로 만나는 국부 법선(local normal line)을 부여한다. 국
부 법선의 물체 경계 접촉점에서의 속도는 접촉점을 포함하는 선
분 양쪽의 Lagrangian 절점들에서 유동 문제의 경계 조건으로 
주어진 속도들을 보간하여 추정한다. 국부 법선을 유동 영역 내
부로 연장하여 배후 격자계의 edge와의 교점을 찾는다. 배후 격
자 edge와의 교점에서의 종속 변수들은 그 edge 양쪽 절점에서 
계산되는 종속 변수들을 보간하여 추정하며 비압축성 조건 만족
을 위한 가상 시간에 대한 반복 진행에 따라 계속 갱신시켜 나간
다.

가상 경계 절점을 통과하는 국부 법선 양단에서의 속도가 추
정되면 가상 경계 절점에서의 속도는 국부 법선을 따라 가정된 
속도 형상(velocity profile)에 의해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부 
법선을 따른 선형적 속도 변화가 가정되었다. 가상 경계 절점에
서의 밀도는 국부 법선의 배후 격자 내부 edge와의 접촉점에서 
보간되는 밀도로부터 외삽하였다. 압력의 경우 내부 edge와의 
접촉점에서 압력을 외삽한 후 정수력학적 압력 변화를 고려한 수
정을 추가하였다.



5. 강체 쐐기의 자유 낙하
개발된 FDS-HCIB 코드의 자유 표면 유동과 물체 운동 연성 

문제 적용에 대한 검증 예로써 수면으로 자유 낙하하는 강체 쐐
기의 운동이 모사되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Zhao et al. 
(1997)에 의한 실험 결과와 Oger et al. (2006) 및 Kleefsman et 
al. (2005) 등에 의한 계산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쐐기의 폭 
Lw 는 0.5 m 이고 dead-rise 각도 θw 는 30o 이다. 본 계산은 2
차원 해석이 수행되었으나 실험의 경우 중앙에 길이 0.2 m 의 
계측 단면 양쪽에 0.4 m 의 dummy 단면들이 위치하여 총 길이
는 1 m 이다. 쐐기를 포함한 낙하 되는 물체의 총 중량 Mw 은 
241 kg 이다. 입수하기 시작하는 순간 쐐기의 초기 속도 Vo 는 
6.15 m/s 이며 이후 작용하는 유체력에 의해 V(t) 로 감속되어 
간다.

계산 영역은 -30 < x/Lw < 30, -30 < y/Lw < 20 이며 쐐기 
주위 -1 < x/Lw < 1, -2 < y/Lw < 1 의 영역에서는 배후 격자의 
크기가 0.005 Lw 로 고정되었고 이후 각 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켰다. 물리적 시간 단계마다 해석된 유동장으로부터 쐐기
에 전달되는 힘을 계산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다음 물리적 시간 
단계에서의 쐐기의 위치와 속도를 추정하였다.

     
 ∆ (7)

     ∆     

그림 1은 쐐기의 입수에 따른 쐐기 주위의 압력 분포를 보여
준다. 압력 계수는 입수 초기 속도 Vo를 기저로 무차원화 되었다. 
입수 초기에는 쐐기의 중앙으로부터 압력이 단조 감소 해나가지
만 입수가 진행되면서 쐐기의 중앙으로부터 양 끝단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여 끝단 근처에서 압력 peak를 형성한 뒤 대기압으
로 급격히 감소한다. 쐐기에 의해 밀려나던 유동이 끝단 옆으로 
빠져나간 직후에는 유동장 압력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중앙 부위에서 끝단 쪽으로 단조 감소 해나가는 압력장을 다시 
형성한다.

그림 2 에서는 계산된 쐐기의 속도 변화가 Zhao et al. (1997)
의 실험결과와 비교되었다. 작용하는 유체력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 변화의 기울기가 증가해 나가다가 Vo t / L w = 0.2 이
후 유체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속도 변화가 줄어듦을 관찰할 
수 있다. 본 계산 결과가 약간 감속량을 크게 추정하지만 속도 
변화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이 좋은 일치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 에서는 자유 낙하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 쐐기에 작용
하는 유체력의 시간 변화에 대한 본 계산 결과가 Zhao et al. 
(1997)의 실험 결과 그리고 Oger et al. (2006)의 계산 결과들 
및 감속 없이 일정한 속도로 입수하는 경우 작용하는 힘과 비교
되었다. 본 계산 결과는 작용력의 최대치를 다소 과대 평가하나 
다른 결과들과 유사한 유체력 시간 변화를 예측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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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ssure field around a free-falling rigid w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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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g on a rigid wedge



6. 탄성 변형을 하는 쐐기의 수면 입수
개발된 FDS-HCIB 코드는 보에 대한 동적 구조 해석과 연성

되어 유체력에 의해 탄성 변형을 하는 쐐기의 수면 입수에 대한 
모사에 적용되었다. 이 경우 쐐기는 일정한 속도로 입수하며 작
용하는 유체력에 의한 보의 동적 탄성 변형은 다음과 같이 모델
링 되었다 (Shin et al., 2007).


 

 







 
∆ (8)

여기서 Ξ 는 쐐기 표면을 따른 좌표, W(Ξ,T) 는 탄성 변형, ρb 는 
구조물의 밀도, hb 는 구조물 두께, db 는 구조물 감쇠계수, B 는 
구조물의  굽힘 강성이며 ΔP 는 쐐기 표면의 압력이다. 본 연구
에서는 구조물의 자체 감쇠는 무시되었다. 위의 방정식은 쐐기의 
길이 Lw, 물의 밀도 ρ, 쐐기의 초기 입수 속도 Vo를 기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 된다.



 



 

 ∆ (9)

 





 ,   






구조물의 양단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는 쐐기의 중앙점과 끝단
에서 단순 지지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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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해석을 위한 격자계는 유동 해석을 위한 배후 격자계나 
Lagrangian 절점 분포와 독립적으로 이산화 되었으며 매 순간 
유동 해석의 결과로부터 구조 해석 요소 위의 압력 분포를 적분
하여 Δp(ξ,t) 를 계산하였다. 식 (9)에 대한 유한 차분 해석 결과
로부터 구조물의 변형 분포 및 변형 속도 분포를 계산한 후 
Lagrangian 절점들에서의 변위 및 속도를 보간하여 쐐기의 운동
에 따른 효과에 중첩시켜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유동장 해석에 
대한 경계 조건을 부여한다. 구조 해석의 경우 변형의 형태가 단
순하여 작은 수의 요소 분할에서도 쉽게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입수 속도를 제외한 계산 조건들은 쐐기의 자유 낙하 경우와 
동일하지만 탄성 변형이 작용 유체력에 미치는 영향들의 비교를 
위하여 쐐기는 초기 속도 Vo = 6.15 m/s 로 일정하게 입수 한다
고 가정하였다. 그림 4는 CB = 0.01, CF = 1.0 으로 주어진 경우 
Vo t / Lw 가 0.06 ~ 0.26 까지 0.04 간격으로 쐐기의 변형과 압
력장들을 보여준다. 그림들에서 왼쪽은 탄성 변형을 하는 경우이
며 오른쪽은 강체 쐐기의 경우이다. 압력 contour들은 0.2 < Δ
p/0.5ρVo2 < 6.2 의 범위에서 0.4의 간격으로 도시되었다. 이 경

Fig. 4 Comparison of time evolutions of pressure fields 
around flexible(left) and rigid(right) wedges (Case A)



Fig. 5 Comparison of time evolutions of pressure fields 
around flexible(left) and rigid(right) wedges (Ca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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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of force acting on 
flexible and rigid wedges

우는 구조물이 유연하며 질량은 커서 쐐기의 입수가 진행 됨에 
따라 탄성 변형이 연속적으로 증가 해나간다. 초기의 압력장은 
좌우 양쪽이 유사하나 입수가 진행됨에 따라 탄성 변형에 의해 
압력 증가가 줄어들며 상당한 변형이 누적된 후기의 압력장에서
는 형상의 국부적 변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관찰할 수 있
다. 입수 진행 시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은 변형량의 크기가 작아
도 큰 가속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탄성 변형에 따라 
물체 표면이 상승하면서 유체를 위로 가속시키는 효과는 쐐기 표
면의 압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림 5는 CB = 2.0, CF = 20.0 인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앞의 경우와 비교하면 구조물의 강성은 크게 증가하였
으나 두 계수의 비는 감소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변형의 절대 
크기도 감소하지만 큰 탄성 복원력으로 연속적인 변형의 누적이 
아닌 구조물 자체의 탄성 거동 효과가 큰 경우이다. 이 경우 초
기에는 압력 증가가 다소 감소하지만 입수 진행에 따라 오히려 
압력 증가가 강체 쐐기의 경우보다 더욱 커짐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구조물의 국부적 진동이 주위 유동장의 압력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시간에 따라 쐐기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림 6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7. 결 론
FDS 기법과 HCIB 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자유 표면 유동 해석 

코드가 유탄성 해석을 위해 확장되었다. 개발된 코드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과 연성되어 강체 쐐기의 수면 입수를 모사하고 시간
에 따른 쐐기의 속도 변화 및 표면 압력 계수 분포 및 작용 유체
력에 대한 다른 실험 및 계산 결과 비교에서 좋은 일치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코드는 보에 대한 동적 탄성 변형 해석과 연성되어 자
유 표면 주위에서 운동하는 탄성 변형 물체의 유탄성 해석에 적
용되었다. 구조물의 강성 및 유체-구조 밀도비 변화에 따라 동일
한 입수 운동을 하는 쐐기에 작용하는 유체력이 감소 혹은 증가 
하는 경우를 관찰하고 유동장의 가속 효과와 연관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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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액체 밀도차에 대한 슬로싱 충격압력의 실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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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paper considers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density ratio between gas and liquid for sloshing impact 
pressure. Generally, air and water are used for sloshing experiments to observe the sloshing phenomena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inside cargo tank. However, the density ratio of air and water is different with the one of NG and L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sity ratio for sloshing impact pressure, 2D and 3D tests are carried out by using mixed heavy gas 
instead of air. The heavy gas is made of the sulfur hexafluoride(SF6) and the nitrogen(N2). The sloshing impact pressure and 
rise time are observed for the different density ratios of heavy gas and water, and it is found that those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ensity ratio of gas and liquid. 
 
Keywords : Sloshing impact pressure(슬로싱 충격압), Density ratio(밀도 비), Sulfur Hexafluoride(육플루오린화 황) 
 

1. 서 론 
 
LNG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액체 화물의 슬로싱 현상을 

고려한 하중 해석과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하중 
해석에 있어서 여러 선급들은 모형 실험을 통해 계측한 
압력으로 슬로싱 하중을 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ABS, 
2006; DNV, 2006).  

모형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실제 LNG 
화물창 내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물리적인 변수들을 무차원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차원화된 변수들을 기준으로 물리적인 
변수들의 축척비를 변경하여 모형실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슬로싱 실험은 현재까지 무차원화 변수를 따라 
적용해야 되는 물리적인 변수들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슬로싱 현상이 다른 모형 실험에서 다루는 
유동 현상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다양한 무차원화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슬로싱 모형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력을 실선으로 치환하기 위하여 
프루드 수 (Froude Number)에 따른 축척비를 맞추고 
있다(Bass, et al., 1980). 

각국의 연구 기관에서는 국부 유동에 관한 적절한 
축척비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해석적 
연구와 수치적 연구(Braeunig, et al., 2009)들을 진행하였고, 
실험적 연구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액체-기체 밀도 비를 
포함하는 음향 축척 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액체-기체간의 밀도 비에 따라 충격 순간에 
발생하는 운동량 변화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ias, et al., 2007). 수치적 접근 방법들 역시 음향 
축척 비와 기체-액체 밀도 비가 슬로싱 충격 압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Dias, et al., 2007).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액체-기체 밀도 비가 
슬로싱 충격 압력에 영향을 주고(Maillard and Brosset, 
2009), 무차원화 수들 중에서 폴리트로프 지수와 액체-기체 
밀도 비 역시 중요한 슬로싱 충격 압력을 해석할 때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Yung, et al., 2009; 2010). 따라서 실제 
LNG 화물창의 액체-기체 밀도 비를 고려한 모형 실험이 
보다 실제 현상을 잘 모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실험에서는 제한된 조건에서 몇몇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액체-기체 밀도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접근 방법을 통해 기체-액체 밀도 
비의 변화에 따른 슬로싱 충격 압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2차원 모형 탱크를 이용하여 공진 주기에 대한 
액체-기체 밀도 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3차원 모형 탱크를 
이용하여 실제 설계 조건에서는 어떻게 액체-기체 밀도 
비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두 모형 탱크 모두 적재 수심을 달리하며 다양한 조건에 
따른 밀도 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밀도 비가 슬로싱 충격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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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및 실험기법 
 

2.1 실험 배경 
 
탱크 내부의 유동을 포텐셜 유동으로 가정하여 기체와 

액체의 경계 면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무차원화하면 
기체-액체 밀도 비가 유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Yung 등이 제안하였으며,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Yung, et al., 2009; 2010). 

먼저 비회전 유동을 가정하였을 때 베르누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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ϕ는 속도 포텐셜을, p는 압력, ρ는 유체의 밀도, u는 유체의 
속도,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여기에 충격 
발생 시 유체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단열 상태라고 
가정하면 베르누이 방정식 (1)의 적분 항은 다음과 같이 
쓰일 수 있다. 

 
2

1 2
dp u gz const

t
f k

k r
¶

+ + + =
¶ -

                           (2) 
 

(2) 식의 κ는 폴리트로프 지수를 의미한다. (2) 식의 
변수들을 각각의 특성 값으로 무차원화하면 (3)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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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에서는 무차원화 수로 프루드 수( /Fr U gD= ), 
웨버 수(Weber number, 2 /liquidWe U Dr t= )와 함께 유체의 
밀도 비 항을 포함하고 있는 상관관계수(the Interaction 
Index, ( ) ( )/ 1 /gas liquidr r k kY = é - ùë û )를 확인할 수 
있다(Yung, et al., 2009; 2010). 변수 U는 특성 속도(the 
characteristic velocity), D는 특성 길이(the characteristic 
length), gasr 는 기체의 평균 밀도, liquidr 은 액체의 평균 
밀도, τ는 표면장력, 그리고 1 'k 과 2 'k 는 곡률반경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공기와 본 연구에서 사용할 혼합 
가스 모두 이원자 기체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두 기체의 폴리트로프 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폴리트로프 지수가 유사한 
조건에서 상관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유체 밀도 비를 
변경해가며 슬로싱 충격 압력에 이 밀도 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1 운동 플랫폼과 모형탱크 

 
모형실험은 서울대학교에 구축된 슬로싱 실험동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형 탱크는 1/50 축척비의 
3차원 모형과 1/40 축척비의 2차원 모형의 두 가지이다. 
모형 탱크를 동요하기 위하여 최대적재하중 5톤의 스튜어트 
운동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스튜어트 플랫폼은 6개의 
액츄에이터 길이 변화를 통하여 플랫폼 상판의 6자유도 
운동을 모사하는 기구이다. 사용된 플랫폼의 모습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Motion platform 

 
3차원 모형탱크는 160K LNG선 실선 모델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2차원 모형탱크의 경우 슬로싱 벤치마크 
테스트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그 제원은 
GTT(GAZTRANSPORT & TECHNIGAZ SAS)로부터 
제공되었다. 2차원 모형 탱크는 길이 946 mm, 폭 118 mm 
그리고 높이 670 mm 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탱크는 
내부유동 관측과 탱크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35 mm의 
두꺼운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탱크 내벽은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며 펌프타워 등의 내부재는 고려되지 않았다. 
제작된 탱크의 모습을 Fig. 2와 3에 나타내었다. 

 
2.2 압력계측 

 
탱크 내벽에 발생하는 충격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KISTLER社의 211B5센서를 사용하였다. 211B5는 
integrated circuit piezoelectric (ICP) 센서로 계측직경은 5.54 
mm, 최대 계측압력은 7 bar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실험에서 샘플링은 20 kHz로 설정하였다. 탱크 내 압력 계측 
위치는 실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하였으며 계측된 
위치들은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플랫폼에 의해 탱크가 
동요되면 내부유동에 의해 탱크 내벽에 큰 충격압력이 
발생하고, 발생한 충격압력은 내벽에 설치된 압력센서를 
통하여 계측된다. 계측된 신호는 NATIONAL 
INSTRUMENTS社의 PXI-4495 보드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저장된다(Kim et al., 2011). 

 

 
Fig. 2 Two-dimensional model tank 

 

 
Fig. 3 Three-dimensional model tank 
 

 
Fig. 4 Sensor configuration of 2D tank 
 

 
Fig. 5 Sensor configuration of 3D tank 

2.3 혼합가스 
 
슬로싱 모형실험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실용성의 

이유로 물과 공기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공기와 물의 
밀도 비는 실제 천연가스(NG)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밀도 
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기와 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제 LNG에서의 물리적인 현상을 정확히 모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도 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공기 대신에 SF6 와 N2 혼합 가스를 사용하였다. 이 혼합 
가스를 이용해 일반 공기를 사용할 때 보다 높은 밀도 비 
조건에서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사용한 혼합 가스는 
독성이 없고 상온에서 안정적인 가스여서 본 실험에 적용이 
용이하다. 
 

2.3.1 가스 주입 
 
실험 시 탱크 내부의 유체뿐만 아니라 기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 전용 실리콘으로 탱크를 밀폐하였으며, 
매 실험 전후에 탱크에 고압 기체를 불어 넣어 기밀여부를 
확인하여 실험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탱크에 기압계를 
설치하여 가스 주입 전후로 탱크 내부의 기압 변화를 
점검하였다. 기체-유체의 밀도 비가 목표 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탱크 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였다. 
산소농도 측정법을 사용한 이유는 혼합가스 농도 측정에 비하여 
측정이 간단하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2 가스 포화 작업 

 
본 실험에 사용된 SF6 및 N2를 포함한 많은 기체들은 

수용성으로, 주입된 가스를 포함한 탱크 내 기체의 밀도는 물에 
녹아있는 기체의 밀도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실험 중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와 주입된 기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밀도 비가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험 수행 이전에 탱크 
내부의 액체를 목표한 밀도 비에서의 기체농도와 일치하는 
기체로 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탱크 내 기체를 
원하는 밀도의 기체로 채운 후, 임의로 탱크를 동요시켰다. 다시 
기체의 밀도 비를 맞추고 임의 운동 전후로 기체 밀도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포화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6과 Table 1에 가스 포화작업 예를 나타내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약 20.9%이므로 탱크 내 산소농도를 15.0% 로 
맞출 경우 탱크 내 기체와 액체의 밀도 비는 0.0019 정도가 
된다. 15.0%의 산소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7번의 반복작업이 
수행되었다. 여러 번의 반복작업을 통해 임의의 탱크 운동 
이후에도 탱크 내 기체의 산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Example of saturation procedure (95%H filling level) 
Target 
Oxygen 

Level (%) 
Setting 

# Performance Oxygen Level 
(%) 

15.0 

1 Gas Injection 14.6 
2 Forced motion 16.0 
3 Gas Injection 14.6 
4 Forced motion 14.8 
5 Forced motion 15.1 
6 Gas Injection 15.0 
7 Forced motion 15.0 

 

 
Fig. 6 Check for oxygen level 

 
3. 실험 조건 

 
3.1 2차원 모형 탱크 실험 

 
2차원 모형 탱크 실험의 경우 95%, 70%H의 두 가지 

적재수심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운동은 규칙 운동을 적용하였다. 
각 적재수심조건에서 40mm와 15mm의 두 가지 운동 폭에 
대하여 운동 주파수를 탱크 공진주파수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준이 되는 공진 주파수는 
2차원 사각 수조에서 적재 수심에 따라 가장 낮은 차수 슬로싱 
모드의 공진주파수이다. 

 
3.2 3차원 모형 탱크 실험 

 
3차원 모형 탱크 실험의 경우, 불규칙 운동을 적용하고 95%, 

70%, 10%H의 세 가지 적재수심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각 
적재수심 조건에 대해 하나의 선수각과 해상상태를 고려하였다. 
각각의 운동조건에 대하여 탱크 내 기체와 액체의 밀도 비를 
Table 2와 같이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탱크 
내부 온도는 상온과 일치하도록 유지하여 온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Table 2 Description of irregular test conditions 
Filling 
Level 
[%H] 

Heading 
Angle [deg] 

Tz 
[sec] Hs [m] Density Ratio 

(DR)[ /gas liquidr r ] 

95 150 9.5 14.4 0.0012 
95 150 9.5 14.4 0.0019 
95 150 9.5 14.4 0.0026 
95 150 9.5 14.4 0.0033 
95 150 9.5 14.4 0.004 
70 150 9.5 14.4 0.0012 
70 150 9.5 14.4 0.0019 
70 150 9.5 14.4 0.0026 
70 150 9.5 14.4 0.0033 
70 150 9.5 14.4 0.004 
10 90 9.5 8.3 0.0012 
10 90 9.5 8.3 0.0019 
10 90 9.5 8.3 0.0026 
10 90 9.5 8.3 0.0033 
10 90 9.5 8.3 0.004 
 

4. 통계 해석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압력신호 데이터로부터 

통계해석에 사용할 유효한 충격압력신호를 추출하였다. 
충격압력신호 추출에는 Peak Over Threshold 방법(이하 POT 
방법)을 사용하였다. POT 방법은 압력신호 중 
압력역값(threshold pressure) 이상의 값이 계측된 신호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추출시간간격(time window) 내에서 가장 
큰 충격압력신호를 최종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Fig. 7에 
POT 방법을 통한 슬로싱 충격압력신호 추출의 예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압력역값과 추출시간 간격은 각각 2.5 
kPa과 0.2sec이다. 

해석에 사용한 통계치는 1/n 상위 충격압 평균, N개의 상위 
충격압 평균, 극치분포함수 근사를 통하여 추정한 유의압력 
등이다. 근사에 사용한 극치분포함수는 3변수 Weibull 
분포함수와 Pareto 분포함수이다. 충격 압력 작용시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충격압력신호를 삼각형의 형태로 모델링한 후 
상승시간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 후 해석에 
사용하였다. 

 
( )

max max(0.5 )up-crossing2rise P PT t t= -                              (4) 
 
여기서

maxPt 는 압력신호가 최대값 maxP 을 나타낼 당시의 
시점을 의미하며 

max(0.5 )up-crossingPt 는 압력신호가 maxP 의 0.5배 
해당하는 크기의 압력을 지날때의 시점을 의미한다. 3변수 
Weibull 분포함수의 누적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 ) 1 exp ( ) /F x x
g

d b= - - -                             (5) 
 
변수 x의 범위는 xd £ < ¥ 이다. d 는 위치모수, b 는 

척도모수, g 는 형상모수이며, 각 모수는 모멘트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모멘트 법에서는 실험으로부터 얻은 
충격압력신호 샘플의 압력값의 평균, 분산, 와도의 세가지 
모멘트를 모델값들, 즉 분포함수의 평균, 분산, 와도와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Fig. 7 Definition of global peak 
 

5. 실험 결과 
 

5.1 2차원 모형 탱크 실험 
 

5.1.1 적재 수심 95%H 조건 
 

적재수심 95%H의 규칙 운동 실험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200초동안 수행되었다. 동요 진폭은 
40mm, 15mm로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동요 주기에 대하여 
밀도 비를 변화시켜가며 슬로싱 충격 압력을 계측하였다. y 
축에 상위 1/10의 압력 값을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강제 
동요 진폭이 40mm일 때 이론적인 공진 주기 보다 긴 
주기에서 큰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나타났으나, 강제 동요 
진폭이 15mm일 경우는 이론적인 공진 주기보다 짧은 
주기에서 큰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나타났다. 기체-액체 밀도 
비 증가에 따른 충격 압력의 감소는 슬로싱 충격 압력이 
크게 나타나는 강제 동요 주기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며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5.1.2 적재 수심 70%H 조건 

 
적재수심 70%H 조건에서의 규칙 운동 실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95%H의 실험 결과와 같이 밀도 비에 따라 

충격 압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충격압이 감소하는 
양은 약 40%에서 50% 정도다. 하지만 일부 주기에 
대해서는 밀도 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밀도 
비에 따라 충격 압력이 감소하지 않는 특정 주기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규칙운동 주기에서도 유체의 움직임이 
불규칙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슬로싱 충격압도 밀도 비와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5.2 3차원 모형 탱크 실험 

 
본 장에서는 3차원 모형탱크를 통한 불규칙 운동 조건의 

계측 결과를 통계 해석하여 정리하였다. 극한 통계 해석의 
방법은 3 변수 Weibull 분포와 Pareto 분포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슬로싱 충격 압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95%H, 
70%H 및 10%H의 적재 수심을 고려하였으며 각 적재 수심 
별로 밀도 비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5.2.1 적재 수심 95%H와 70%H 조건 

 
Fig. 11 및 12는 적재 수심 95%H와 70%H 조건 

실험에서 모형 탱크 지붕(tank top)과 상부 챔퍼(upper 
chamfer)에서 발생한 슬로싱 충격 압력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충격 압력 결과들은 세시간 Weibull 통계 해석과 Pareto 
통계 해석의 결과 값이다. 모형 탱크 지붕에서는 밀도 비가 
0.0012에서 0.004로 증가할 때 슬로싱 충격 압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상부 챔퍼에서는 충격 압력의 
감소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당 영역에서는 충격 
압력의 크기가 탱크 상부에 나타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슬로싱 충격이 발생한 횟수도 작았다. 

충격 압력이 발생할 때의 상승 시간을 Fig. 13 및 14에 
나타내었다. 상위 10%, 20%, 그리고 30% 충격압력에 대한 
상승 시간을 비교하였다. 상위 10%의 충격압의 결과를 보면 
밀도 비의 변화에 따라 충격압력의 상승시간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위 20%, 30%의 경우처럼 작은 
충격압의 경향을 고려할수록 충격압의 상승시간과 밀도 
비의 관계는 불규칙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슬로싱 충격 압력의 크기와 상승 시간에 밀도 
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2.2 적재 수심 10%H 조건 

 
10%H 적재수심에 대한 결과는 Fig. 15에 나타내었다. 본 

경우에는 대부분의 슬로싱 충격 압력이 탱크 측면(side 
wall)에 나타났고, 이와 함께 하부 챔퍼(lower chamfer)에도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적재 수심 95%H와 70%H 조건과 달리 밀도 
비가 증가할 때 슬로싱 충격 압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밀도 비가 커지면서 슬로싱 
충격압은 작아지는 특성을 보이지만 밀도 비가 약 0.0034 
조건에서 다른 경향의 압력값이 계측되었다.  

Fig. 16에는 밀도 비와 상승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압력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이 밀도 비가 변화해도 압력의 
상승시간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적재 
수심이 낮을 경우 바닥의 영향으로 파가 상대적으로 기체가 
덜 갇히는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적재 수심에 비해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재 수심 95%H와 70%H 조건과 
비교하여 충격이 발생할 때 밀도 비가 슬로싱 충격 압력 
신호의 상승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Amplitude = 40 mm 

 
(b) Amplitude = 15 mm 

Fig. 8 Measured sloshing pressure of 2D harmonic test with 
95%H filling level varying the frequency and the density ratio 

 

  

(a) Amplitude = 40 mm 

  

(b) Amplitude = 15 mm 
Fig. 9 Measured sloshing pressure of 2D harmonic test with 
70%H filling level varying the frequency and the density ratio 

 

 
(a) Ampitude = 40 mm 

Fig. 10 Measured sloshing pressure of 2D harmonic test in 
particular frequency regions of 70%H filling level  

 



 
(b) Amplitude = 15 mm 

Fig. 10 (continued) 
 

 
(a) Tank top 

 
(b) Upper chamfer 

Fig. 11 Influence of the density ratio on the statistical 
pressures of 95%H filling level and 3D irregular test 

 

 
(a) Tank top 

 
(b) Upper chamfer 

Fig. 12 Influence of the density ratio on the statistical 
pressures of 70%H filling level and 3D irregular test 

 

 
Fig. 13 The average of rise time of 95%H filling level and 3D 
irregular test 

 



 
Fig. 14 The average of rise time of 70%H filling level and 3D 
irregular test 

 

 
(a) Side wall 

 
(b) Lower chamfer 

Fig. 15 Influence of the density ratio on the statistical 
pressure of 10%H filling level and 3D irregular test  

 

 
Fig. 16 The average of rise time of 10%H filling level and 3D 
irregular test  
 

6. 결 론 
 
슬로싱 실험 시 모형 탱크 내부의 기체와 액체의 밀도 

비는 슬로싱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밀도 비가 
증가함에 따라 충격 압력의 크기가 대체로 작아지며 감소 
비율은 선형적이지 않다. 하지만 2차원 규칙 운동 실험의 
특정 강제 동요 주기에서는 밀도 비가 증가하여도 슬로싱 
충격 압력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 강제 동요 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jump phenomena 주기로 보이며 유동이 
강제 동요의 주기에 매우 민감한 조건이다.  

3차원 불규칙 운동 실험 결과 적재 수심과 해상 조건에 
따라 밀도 비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적재 수심 95%H 
조건과 70%H 조건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밀도 
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충격 압력의 크기가 줄어들고, 상승 
시간이 늘어났다. 적재 수심 10%H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았다. 밀도 비를 증가시킬 때 충격 압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상승 시간의 경우도 규칙적인 
변화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 공기를 이용하는 기존의 슬로싱 실험 결과는 
실제 화물창의 슬로싱 현상에서 나타나는 충격 압력과 다를 
수 있다. 기체-액체의 밀도 비가 충격 압력의 크기와 함께 
상승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슬로싱 
실험 수행 시 NG와 LNG의 밀도 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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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칭 수중운동체의 초월공동 실험 연구
이태권(충남대학교), 안병권(충남대학교), 김형태(충남대학교), 이창섭(충남대학교)

요 약

Recently underwater objects moving at hyper-speed such as a supercavitating torpedo have been studied for their 
practical advantage of dramatic drag reduction. In this study, we are focused our attention on supercavitating flows 
around symmetric and axisymmetric cavitators. Experiments are carried at the CNU cavitation tunnel, supercavity 
dimensions such as cavity length and maximum width are evaluated. In addition, instantaneous behavior are 
investigated using a high-speed camera.   
Keywords : Cavitator, Cavitation, Supercavitation, Cavitation Tunnel

1. 서 론
수중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높아져 물체주위의 국부압

력이 유체의 증기압(vapor pressure)보다 낮아지면 유체는 기화
하게 되어 공동(cavitation) 현상이 발행한다. 이동 속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공동은 수중 이동물체의 형상을 덮을 만큼 성장하
게 되는데 이를 초공동(super-cavitation)이라 한다. 초공동이 발
생하게 되면 수중 이동물체는 마치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drag)은 극적
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초공동을 이용하여 수중에서는 극
초고속이라 할 수 있는 200knots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어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초공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동체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유
체의 압력이 감소되어 자연적으로 초공동을 발생시키는 방법
(Natural supercavitation)과 운동체 주위에 가스를 분사시켜 인
공적으로 초고동을 발생시키는 방법(Artificial or ventilated 
supercavitation)이 있다. 초공동화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40년
대에 Reichardt의 환기공동(Ventilated supercavity)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free-jet water tunnel에서의 정상상
태 캐비티 실험연구(Self and Ripken, 1955)가 있었고, water 
tunnel 실험을 통한 쐐기형과 평판형에서 공동의 형상(cavity 
shape)을 연구(Waid, 1957)가 있었다. 이 외에도 1950년대에 
많은 초공동화 기술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있었지만 그 
뒤로 1990년대 중반까지 다른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초공동화 기술은 어뢰에 적용시켜 군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 러시아는 초고속 초공동화 어뢰인 Shkval을 개발하였으며 
1970년대 말부터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Shkval은 수중에

서 약 200knots(100m/s)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면, 기존 보통 어뢰 속도(40knots)의 약 5배이다. 이에 자극을 
받아 독일, 미국 등에서 초공동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공동을 발생시키는 캐비테이터는 초공동화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캐비테이터 
모형을 제작하여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축대칭 수중운동체의 초월공동 운동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모형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하였
으며 캐비테이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기록하였다.

2. 실험 장치
본 논문의 모형실험은 충남대학교의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

행되었다. 시험부의 단면은 120mm x 50mm이며, 자세한 사양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되어진 캐비테이터 모형은 
각각 30°, 45°의 각도를 가진 2개의 쐐기형(wedge)과 평판형
(flat plate)의 2차원 모형과 원뿔(Cone), 원판(Disk), 모서리에 
굴곡이 있는 원판(Disk with 5mm round) 형상의 3차원 모형이 
사용되었다. 초공동의 성장단계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일반 
비디오 카메라와 초당 최고 250,000장을 촬영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가 사용되었다. 초고속카메라의 자세한 사양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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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x H 6.8m x 2.0m
Test Section (D x B) 120mm x 50mm

Speed(max) 15 m/s
Cav. No. 0.4 ~ 5.0

Pressure (min) 10kPa 
Pressure (max) 300kPa

Table 1 Specification of CNU-CT

Model name Photron ultima APX-RS 
Max Frame Rate 250,000 fps 
Max Resolution 1,024 x 1,024 

Max at Max Res. 3,000 fps 
Max Record Time 12.3 sec 
Max Shutter Speed 2us 

Sensor Type CMOS 
Lens Mount F & C-Mount

Interface Options Firewire, Optical, GigE 
Lamp 12,500lm (150W)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high-speed camera

3. 모형실험
3.1 2차원 캐비테이터

본 논문에서는 30°, 45° 각도의 쐐기형과 평판형의 2차원 캐
비테이터의 초공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몸체가 있는 실험모형의 
형상은 두께는 캐비테이터의 0.7배이며, 몸체의 길이는 캐비테이
터의 5배이다. 캐비테이터의 두께(20mm)와 캐비테이션 터널 시
험부의 높이(120mm)의 비는 0.17이다. 2차원 실험의 유속은 
9.4m/s~9.8m/s 이며 유속을 같게 고정 시킨 후 압력을 조절하
여 캐비테이션 수를 변화하였다. 캐비테이이터에서 초공동의 발
생과 성장을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기록했다. 또한 
보다 자세한 관찰을 위해 초고속 카메라로 초당 50,000장의 영
상을 촬영하였다. 일반 비디오 촬영과 초고속 촬영은 동시에 진
행되었다. Fig. 1와 Fig. 2는 캐비티의 길이를 두가지 영상을 통
해 비교한 장면과 그 결과이다. 비교 결과를 보면 일반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측정한 공동의 길이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측정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진다. 

2차원 캐비테이터에 생성된 캐비티의 너비와 길이를 캐비테이
터의 너비로 무차원화하여 각각 비교하여 Fig. 3과 Fig. 4에 나
타냈다.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한 값은 Plesset과 Shaffer의 
Riabouchinsky model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다. 실험 결과 
캐비테이션수가 감소할수록 캐비티의 길이는 더욱 길어지고 캐
비티의 너비 또한 커진다. 운동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캐비테이션
수는 감소한다. 즉 운동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긴 캐비티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또한 쐐기형 보다 평판형 캐비테이터에서 더 길
고 더 넓은 캐비티가 발생하며 몸체가 있는 모형은 몸체가 없는 
모형에 비해서 캐비티의 발생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Fig. 6, Fig. 7은 쐐기형과 평판형의 2차원 캐비테이션 특성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다. 

쐐기형에 비해 평판형 캐비테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높
은 캐비테이션 수)에서 공동이 발생하여 초월공동으로 성장한다.  
최초 발생되는 공동은 캐비테이터의 형상, 즉 접수 표면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평판형 
캐비테이터는 쐐기형에 비해 큰 체적분포 특성을 보인다. 유체역
학적 관점에서 보면 평판형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항력(drag)은 
쐐기형에 비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초공동의 
길이 및 체적분포 특성은 위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한 몸체의 형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체는 캐비테
이터에서 발생되는 후류(wake)에 영향을 주어 캐비테이터만 있
는 경우에 비해 공동 발생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
전히 성장한 초월공동의 형상은 캐비테이터만 있는 경우의 형상
과 차이가 없었다. 

모형시험을 통해 얻은 위의 결과는 아래 식과 같이 무차원 캐
비테이션 수(cavitation number)에 대응되는 캐비티(cavity) 길이
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캐비테이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요구되는 캐비티 길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캐비테이
션 수, 즉 요구 속도를 알 수 있다. 





 

∞                                      (1)

Fig. 1 Comparison of cavity length recorded by a 30fps  
general camcorder and 50,000fps high-speed camera images



V=8.1m/s, σ=2.37

V=9.0m/s, σ=1.75

V=9.4m/s, σ=1.29

V=9.4m/s, σ=1.16

V=9.4m/s, σ=1.00

V=9.4m/s, σ=0.91

V=9.4m/s, σ=0.78

V=9.4m/s, σ=0.69
(a) General video camera (30fps) strips (b) High-speed camera (50,000fps) strips

Fig. 2 Sequence of events of the supercavity in the wake of a 45° cavitator



Fig. 3 Cavitation No. versus cavity length

Fig. 4 Cavitation No. versus cavity width

V=9.4m/s, σ=1.36 V=9.8m/s, σ=1.31

V=9.4m/s, σ=1.11 V=9.8m/s, σ=1.13 

V=9.4m/s, σ=0.89 V=9.8m/s, σ=0.86

V=9.4m/s, σ=0.78 V=9.8m/s, σ=0.72
Fig. 5 Two dimensional 30° wedge cavitator 

V=9.4m/s, σ=1.16 V=9.8m/s, σ=1.17

V=9.4m/s, σ=0.91 V=9.8m/s, σ=0.90

V=9.4m/s, σ=0.78 V=9.8m/s, σ=0.80

V=9.4m/s, σ=0.69 V=9.8m/s, σ=0.70
Fig. 6 Two dimensional 45° wedge cavitator 

V=9.4m/s, σ=1.29 V=9.8m/s, σ=1.35

V=9.4m/s, σ=1.16 V=9.8m/s, σ=1.17

V=9.4m/s, σ=1.09 V=9.8m/s, σ=1.11

V=9.4m/s, σ=1.03 V=9.8m/s, σ=1.01
Fig. 7 Two dimensional flat plate cavitator 

4.2 3차원 캐비테이터
본 논문에서는 원뿔형(Cone) 1종류와 원판형(Disk, Disk w/ 

5mm-Round) 2종류 등 총 3가지 모양의 3차원 캐비테이터 모형
에 대한 초공동 운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캐비테이터는 
25mm와 30mm의 지름을 갖는 모형이 있으며 캐비테이터 뒤의 
몸체 길이는 150mm이다. Fig. 8은 실험에 사용되어진 3차원 모
형이다. 실험 유속은 10.2m/s~11.0m/s 이며 유속을 같게 고정 
시킨 후 압력을 조절하여 캐비테이션 수를 변화하였다. 

캐비티의 길이와 최대폭을 캐비테이터의 지름으로 무차원화하
여 Fig. 9와 Fig. 10로 나타냈으며 비교를 위해 Self와 Ripken의 
free-jet water tunnel에서의 실험결과를 함께 표시했다. 캐비티
의 길이와 지름을 캐비테이션수 별로 비교한 결과 2차원 실험에
서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캐비테이션수가 감소할수록 더 길고 
지름이 큰 캐비티가 발생한다. 그리고 원뿔형의 캐비테이터보다 
원판형의 캐비테이터일 때 더 길고 큰 캐비티가 발생한다. Fig. 
11, Fig. 12, Fig. 13, Fig. 14, Fig. 15는 원뿔형과 원판형의 3
차원 캐비테이션 특성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다.



Fig. 8 Three-dimensional cavitators

Fig. 9 Cavitation No. versus cavity length

Fig. 10 Cavitation No. versus cavity diameter

V=10.2m/s, σ=0.89 V=10.2m/s, σ=0.74

V=10.2m/s, σ=0.70 V=10.2m/s, σ=0.65
Fig. 11 Three dimensional 25mm disk

V=10.2m/s, σ=1.27 V=11.0m/s, σ=0.98

V=11.0m/s, σ=0.88 V=11.0m/s, σ=0.83
Fig. 12 Three dimensional 30mm disk

V=10.2m/s, σ=0.89 V=10.2m/s, σ=0.74

V=10.2m/s, σ=0.70 V=10.2m/s, σ=0.65
Fig. 13 Three dimensional 25mm disk w/ 5mm round

V=11.0m/s, σ=0.93 V=11.0m/s, σ=0.83

V=11.0m/s, σ=0.65 V=11.0m/s, σ=0.57
Fig. 14 Three dimensional disk w/ 5mm round

V=10.2m/s, σ=0.89 V=10.2m/s, σ=0.74

V=10.2m/s, σ=0.71 V=10.2m/s, σ=0.65
Fig. 15 Three dimensional 25mm cone



V=11.0m/s, σ=0.83 V=11.0m/s, σ=0.83

V=11.0m/s, σ=0.65 V=11.0m/s, σ=0.57
Fig. 16 Three dimensional 30mm cone

4. 결 론
본 논문에서 축대칭 수중운동체의 초월공동 특성을 살펴보았

다. 여러 가지 모양의 2차원과 3차원 캐비테이터를 제작하여캐비
테이션 터널에서 실험하였다. 30°, 45° 각도의 쐐기형과 평판형
의 2차원 캐비테이터 실험을 통해 공동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과
정을 관찰하고 공동의 길이와 너비 등 기하학적 특성정보를 비
교, 평가하였다. 월뿔형, 원판형, 굴곡이 있는 원판형의 3차원 캐
비테이터를 실험을 통해 초공동 특성이 2차원 실험과 같은 경향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쐐기형에 비해 평판형 캐비테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높
은 캐비테이션 수)에서 캐비테이터의 형상, 즉 접수 표면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평판형 캐비테이터는 쐐기형
에 비해 큰 체적분포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체역학적 관
점에서 보면 평판형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항력(drag)은 쐐기형
에 비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초공동 수중운동체에서 요
구되는 초공동의 길이 및 체적분포 특성은 작용 하중 및 운용조
건 등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초공동 특성에 대한 연구의 
중간결과로 차 후 운용조건별 작용 하중 및 캐비테이터 표면에서
의 국부 압력과 환기공동 특성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할 예정이
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초공동 수중운동체 통합연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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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수조용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수면 관통물체 주위 
난류유동에 대한 자유수면 영향 조사

Free-Surface Wave Effects on the Turbulent Flow around    
a Surface-Piercing Body Using Towed Underwater PIV

설동명 (서울대학교 산업조선공학부), 서정화(서울대학교 산업조선공학부), 
이신형(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요 약

Analyzing flows including the free surface is very important issue in various fields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 this paper, The free-surface wave effects on the turbulent wake of a surface-piercing 
body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velocity field measurement using towed underwater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system. The selected test model was a cylindrical geometry formed by extruding the wigley 
hull's waterplane shape in the vertical direction, which consist of two symmetric parabolic curves. The towing 
speeds of the model were set to Froude numbers of 0.2 and 0.4, which represent typical speeds of 
commercial ships and combatants. With the velocity field measurement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free-surface wave effects on the turbulent wake in terms of the mean velocity componets and turbulence 
intensity. In order to provide the accuracy level of the experimental data, uncertainty assessment following 
the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standard procedure was used.

Keywords : Towed Underwater Particle Image Velocimetry(예인수조용 입자영상유속계), Free Surface(자유수면), Turbulent Flow(난류유동), 
Surface-Piercing Body(수면 관통물체)

1. 서 론
모형선 주위의 유동정보는 선형 및 프로펠러 설계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유동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 광학기술과 컴퓨터의 화상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입자영상유속계 (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이 유동계측을 위한 실험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입자영상유속계(PIV)는 유동장을 실험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가장 최신기술이다. 이미지 프로세스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많은 

입자영상의 정보로부터 정확한 속도장의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체역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유수면 실험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인 
예인주조에서는 수면 아래의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의 입자영상유속계를 통한 실험이 수행된 바가 있다. Gui 
등은 DTMB Model 5512(군함 선형)의 공칭반류를 2차원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계측하고 그 결과를 5공 피토관과 
비교하였으며, Anschau는 프로펠러 단독시험에서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Yoon은 
PMM(Planar Motion Mechanism) 시험중 모형선 주위의 
유동장을 3차원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계측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인수조용 2차원 입자영상유속계와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위글리 선형의 수선면 형상을 상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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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킨 기둥 모양의 수면 관통물체 주위의 대한 유동장을 
계측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자유수면이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모형시험
2.1 모형의 형상 및 치수

모형시험에 사용한 모형은 중심축을 대칭으로 만나는 두 
포물선의 형상인 위글리 선형의 수선면 형상을 상하로 연장한 
기둥 모양으로 L/B가 10인 형상이다. 모형의 구체적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또한 난류촉진을 위해 Stud를 x/L=0.05인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며 표면은 레이져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광 검정색으로 도장하였다.

구 분 Surface-Piercing Body
Length 1 m
Beam 0.1 m
Depth 0.6 m

Table 1. Principle particulars of model 

Fig. 1 Test model
2.2 모형실험 환경

입자영상유속계(PIV)와 5공 피토관을 이용한 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구 분 제원
예인수조(L x B x T)(m) 110 x 8 x 3.5
예인전차 최대속도(m/s) 5

Table 2 Principle charateristics of towing tank, carriage

예인수조용 2차원 입자영상유속계는 최대출력이 50mJ인 
Nd:YAG 레이져와 1600×1200 픽셀의 CCD 카메라, f/1.4 
50mm렌즈로 구성된다. 이때 입자영상의 최대 촬영영역은 
100mm × 75mm 이다. 

추적입자로 사용한 Particle은 밀도가 1020㎏/㎥, 평균 지름이 
27㎛인 폴리아마이드 입자를 사용하였으며, 입자영상의 계측 및 
해석은 DANTEC 사에서 제공한 Dynamic studio V2.2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피토관은 Probe의 끝단이 사각뿔형인 5공 피토관을 
사용하였으며, 대상모형의 정확한 위치에서 속도장 계측을 위해 
전용 이송장치(Traverse)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3 모형시험 조건
모형의 예인속도는 Froude 수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일반 

상선이나 고속군함의 속도영역인 0.2와 0.4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때의 레이놀즈 수(Re)는 5.41E+5과 
1.08E+6이다. 

속도장의 측정영역은 자유수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예인수조용 입자영상유속계는 2차원 평면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므로 수평면과 수직면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XY평면(수평)은 유동에 자유수면이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 
자유수면의 영향을 받는 수심 25mm와 2차원 유동이 관측되는 
400mm에서 각각 계측하였다. XZ평면(수직)은 모형의 중앙선을 
따라 위치해 있으며, 최대 촬영영역의 제한으로 8개의 
촬영영역에서 구한 속도장을 한 평면상에 합치는 과정으로 전체 
속도장을 해석하였다. 촬영면의 배치 상태는 Fig. 2와 같다. 

5공 피토관을 이용한 계측 영역은 입자영상유속계의 결과와 
비교를 위해 XY평면(수평)면에 대한 동일한 영역을 계측하였다. 

Fig 2. Field of view

2.4 모형시험 해석방법
입자영상을 계측하고 계측된 입자영상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DANTEC사에서 제공하는 Dynamic studio V2.2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상호상관도를 이용한 2 프레임 입자영상유속계 해석을 위해 
두 장의 입자영상이 필요하며, 두 입자영상의 시간간격은 
Fn=0.2에서는 1ms, Fn=0.4에서는 0.5ms로 설정하였다. 이 
시간간격에서 추적입자는 전차 예인속도에 따라 약 7~10 픽셀을 
이동하게 되지만 입자영상의 촬영이 경계층 주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입자의 이동거리는 약 5 픽셀 정도가 
된다. 각 실험 Case에서 입자영상은 250쌍이 촬영되었으며 
평균속도를 구해 하나의 속도장으로 나타내었다. Fig. 3은 
예인수조용 입자영상유속계와 실험모형의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장의 해석은 상호상관법이 적용되었다. 조사구간의 
크기는 가로/세로 모두 64 픽셀로 50%의 오버랩을 사용하였다. 
속도벡터를 구한 뒤 평균값에 근거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촬영된 입자영상을 분석한 결가 수면 근처의 유동에 대한 촬영시 
쇄파현상으로 인한 물보라가 반사되어 나오는 그림자가 에러 
벡터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면 근처의 속도장에 
한해 속도의 범위에 따른 필터링이 추가로 수행되었다. Fig. 4는 
Fn=0.4의 실험상황에서 모형 주위에 발생하는 파의 형태를 
촬영한 것으로 모형 후미에 발생하는 포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Test model and Underwater PIV

Fig 4 Snapshot of the test(Fn=0.4)  

3. 불확실성 해석
예인수조 입자영상유속계 실험결과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국제수조회의(ITTC)의 표준절차를 따라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2차원 입자영상유속계에 대한 것으로 
시간간격, 픽셀간 이동거리, 픽셀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통해 해석되는 속도 벡터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여기서 α는 물리적 거리와 입자영상에서의 거리에 대한 
비율로 교정시험을 통해 구해지는 항이며, δu는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요소에 대한 항이다. 국제수조회의의 
표준절차를 수행하여 실험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요소에 대한 
해석을 통해 관계식의 각 항에 존재하는 편향오차를 해석하였다. 

추가로 측정오차는 속도벡터의 표준편차로부터 구하였으며, 
편향오차와 측정오차 범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구한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었다. 예인속도에 대한 오차범위의 비율은 
Fn에 따라 각각 2.4%(Fn=0.2)와 1.3%(Fn=0.4)이다. 

speed Fn=0.2 Fn=0.4
Precision limit 2.24 3.97

Bias limit 15.1 16.1
Combined uncertainty 15.26 16.58

Table 2 Uncertainty assessment

4. 모형시험 결과
속도 조건에 따른 유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결과는 
로 무차원화된 x방향 속도성분을 이용하여 유동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유수면이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과 속도에 
따른 난류성분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피토관을 
이용한 유속 계측은 많은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XY평면(수평)에 대하여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계측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모형의 끝단은 x/L=1.0을 따라서 위치해 있고 
정수중에서 수면의 위치는 z/L=0.0에 위치한다. 고속 
조건에서(Fn=0.4) 구한 속도장은 왼쪽에, 저속 조건의(Fr=0.2) 
속도장은 왼쪽에 각각 나타내었다. 

XY평면(수평)에 대하여  입자영상유속계 계측결과를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으며, 5공 피토관 계측결과는 Fig. 7과 Fig. 
8에 각각 나타내었다. 속도장 계측결과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수면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면 아래의 z/L=-0.025의 수평면 유동과 z/L=-0.4의 수평면 
유동을 각각 비교하였다. z/L=-0.025 위치에서는 z/L=-0.4 
위치에서보다 반류의 회복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저속영역이 더 넓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Wake factor contours and vector fields in 
the horizontal plane at z/L=-0.025(Fn 0.4, Fn 0.2) 



Fig 6 Wake factor contours and vector fields in 
the horizontal plane at z/L=-0.4(PIV Results)

Fig 7 Wake factor contours and vector fields in 
the horizontal plane at z/L=-0.025(Pitot results)

Fig 8 Wake factor contours and vector fields in 
the horizontal plane at z/L=-0.4(Pitot results)

입자영상유속계의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난류유동에 대한 
난류강도를 식별하기 위해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es)의 
normal성분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각 실험조건에서 상대적인 난류강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예인속도의 제곱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각 수심별 XY평면(수평)에 대한 난류강도를 Fig. 9 ~ Fig. 
12에 나타내었다. z/L=-0.025에서는 모형이 주행시 발생하는 
수면파의 영향으로 유동이 교란되어 난류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난류강도의 비가 
고속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z/L=-0.4에서는 서로 유사한 비율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 x-directional component of dimensionless Reynolds 
normal stress(uu) in horizontal plane at z/L=-0.025

Fig 10 y-directional component of dimensionless 
Reynolds normal stress(vv) in horizontal plane at z/L=-0.025



Fig 11 x-directional component of dimensionless 
Reynolds normal stress(uu) in horizontal plane at z/L=-0.4

Fig 12 y-directional component of dimensionless 
Reynolds normal stress(vv) in horizontal plane at z/L=-0.4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계측결과에서는 시간에 따른 전체 

유동장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어 동시간의 난류 유동장의 변화를 
계측할 수 있는 반면에 5공 피토관을 이용한 계측결과는 
계측시간 동안 평균값을 사용하여 유속을 계측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난류 유동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점 계측 방법으로 XY평면(수평)을 계측하기 위해 많은 
위치에서 계측해야하므로 입자영상유속계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XZ평면(수직)에 대한  입자영상유속계 계측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저속조건(Fn=0.2)에서 자유수면에 가까운 
수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류비가 낮은 저속구간이 x방향으로 
연장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유수면 근처에서는 
반류의 회복이 지연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속조건(Fn=0.4)에서는 z/L<-0.1의 영역에서 유동이 
-z방향으로 들어오다가 x방향으로 흘러가는 유동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모형이 주행시 표면을 따라 흐르던 수면파가 
모형의 끝단에서 깨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비록 수면근처의 유동은 모형의 예인으로 발생한 파의 영향을 
받아 유동이 교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속도영역에서 충분한 수심이하에서는 z방향 유동이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수면파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충분한 수심에서 
계측된 유동은 XY평면에서 이루어지는 2차원 유동으로 간주 할 
수 있다.

Fig 13 Wake factor contours and vector fields in the 
vertical plane at y/L=0 (left : Fn=0.4, right : Fn=0.2)

    

Fn 수에 따른 XZ평면(수직)의 속도장에서 난류강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인속도의 제곱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Fig. 14와 Fig. 15는 XZ평면(수직)에 대한 난류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저속조건(Fn=0.2)에서는 깊은 수심에 비해 자유수면 
근처에서의 난류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속조건(Fn=0.4)에서는 자유수면에 의해 유동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서 난류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4 x-directional component of dimensionless Reynolds 
normal stress(uu) in vertical plane at y/L=0

(left:Fn=0.4, right:Fn=0.2)

Fig. 15 z-directional component of dimensionless Reynolds 
normal stress(ww) in vertical plane at y/L=0

(left:Fn=0.4, right:Fn=0.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예인수조용 2차원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Fn 수(Fn=0.2, 0.4)에 따른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또한 계측 결과는 ITTC의 표준 절차에 따라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n=0.2, Fn=0.4에 대해 각각 
예인속도의 2.4%와 1.3%로 나타났다.

자유수면의 영향이 없는 충분한 수심 이하에서는 z방향에 
대한 난류 강도와 속도가 변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2차원 유동으로 간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차원 유동의 
유동장과 자유수면 근처의 유동장을 비교하여 자유수면이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속도에 따른 

수면파의 변화가 속도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난류유동에서 자유수면이 미치는 영향은 

저속 조건(Fn=0.2)에서 용이하게 관찰되었던 반류 회복의 지연 
되는 현상과 고속 조건(Fn=0.4)에서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던 
수면파로 인한 유동의 교란현상이다. 두 경우 모두 유동이 
자유수면의 영향으로 인해 속도가 크게 변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류강도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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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실린더의 항력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이현배, 최정규, 김형태(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중운동체의 기본적인 항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축 실린더를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박리 유동과 
항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종축 실린더의 앞 모서리에서 박리를 피할 수 있도록 모깎기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종축 실린더의 길이-직경비 및 모깎기곡률반경-직경비를 주요 파라메타로 변화시켜 가면서 형상변화에 따른 유동과 항
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종축 실린더의 길이-직경비가 약 2.4인 경우에 항력이 최소값을 갖는 것을 찾아내었고, 항력의 대부분
은 압력항력임을 확인하였다. 모깎기를 통해 앞 모서리 박리를 없애면 실린더의 압력항력은 1/6로 감소하고, 전체항력은 1/5 ~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CFD(전산유체역학), Axisymmetric body(축대칭체), Separation(박리), Vortex(와류), Cylindrical bluff body, Cylindrical rounding 
body

1. 서 론
잠수함, 어뢰 등 수중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저항은 형상에 의

한 압력저항과 마찰저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압력저항은 물체의 
코(nose)와 꼬리(tail)의 형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초공동
을 이용한 수중운동체의 공동발생장치의 형상 뿐 아니라 고기능
성, 저소음 추진 장치인 포드 전동 추진기에서도 중요한 요소이
다. 포드 전동 추진기는 프로펠러 앞 혹은 뒤에 비교적 직경이 
큰 포드가 존재함으로 인해 프로펠러의 추진성능이 달라지며, 항
력으로 인해 전체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포드는 일종의 수중 운동
체로 볼 수 있으므로 항력을 줄이기 위한 형상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이러한 형상 저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코 및 
꼬리 형상과 더불어 형상을 대표할 수 있는 직경과 길이 등의 주
요치수가 있다. 특히 길이-직경비 등의 주요치수들 간의 비가 중
요한 요소인데, Hoerner(1967)는 단순한 형상에 대해 길이-직경
비에 따라 변화하는 항력에 대한 실험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형상 항력에 대한 연구는 형상을 정의하는 기본 파라메타를 
변화시켜가면서 항력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항력을 최소화 하는 형상 파라메타
를 도출하거나 최적 형상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다양한 형상에 대한 연구는 항력 계측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
으며, 형상 주위 유동 측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실험을 통한 연구는 형상 주위 유동 특성 계측이 매
우 어려우며, 계측 자료도 제한적인 유동 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형상 주위의 유동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치해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운동체의 항력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서 가장 단순한 형상인 종축 실린더를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
하고, 유동 특성 및 유체력을 추정하였다. 특히 박리가 일어나는 
종축 실린더에 대해 길이-직경비에 따른 항력 특성을 살펴보았
으며, 박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유동 및 항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서리 모깎기를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다.

2. 유동해석
2.1 지배방정식

2차원 비압축성 정상 축대칭 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인 연속
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방정식은 원통좌표계에서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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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  )는  

방향 평균속도성분, (′ ′ ′ )는   방향의 난류변동
(fluctua- ting)속도성분,  , 는 유입속도, 은 물
체의 길이이며 위의 식들은   및 밀도()로 무차원화 된 것
이다.

2.2 유동해석 방법
유동해석을 위하여 선체주위 유동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한체적법(FVM) 기반의 상용코드인 FLUENT(ver. 13)를 사용하
였다. 지배방정식의 확산 항은 차중심차분, 대류 항은 QUICK 
(Quardratic Upwind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s)방
법으로 이산화 하였고,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C 방법을 사용
하였다. 난류모형은 선박의 수치해석시 저항 및 프로펠러 면에서
의 반류분포 추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
을 사용하였고, 벽함수는 표준 벽함수(standard wall function)를 
사용하였다. 또한 parameter는 와 를 택하였기 때문
에 무차원화된 항력의 비교를 위해 레이놀즈수를  

×(속도()= ,직경( )=1)로 고정하였다.
다음은 각 무차원 계수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고, 면적()는 frontal area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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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어 정리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head : body의 앞 모서리, ()부분
-tail   : body의 뒷모서리, ()부분 

Fig. 1 Define head and tail
-FB : fore body(body의 앞면), ()
-SB : side body(body의 옆면), ()
-RB : rear body(body의 뒷면), ()

Fig. 2 Define fore body and side body, rear body
-FV : fore vortex(head의 영향으로 생기는 박리)

Fig. 3 Define fore vortex
-RV : rear vortex(tail의 영향으로 생기는 박리)

Fig. 4 Define rear vortex

3. Cylindrical Bluff Body주위의 유동
본장에서는 유동의 흐름 방향으로 놓인 cylindrical bluff body

주변의 유동 특성 및 항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기하학적 형
상은 Fig. 5에서 보듯이 cylindrical bluff body를  균일 유동장 안
에 놓고, 원통 앞면의 중심을 좌표계의 원점으로 잡아, 중심축을 
따라 원통의 길이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반경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다.



Fig. 5 Model and coordinate system for cylindrical bluff body

Axisymmetric계산을 수행하였고, 격자의 유입경계는  , 외

Fig. 6 Structured grid system for cylindrical bluff body

부경계는  , 유출경계는 로 생성하였다. 의 크기
에 따라 격자수는 ∼개, 축대칭 조건을 적용한 
차원 정렬격자로 생성하였다.

3.1 Cylindrical Bluff Body의 박리
 직경을 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길이를 ∼까지 변화 

시켜 가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table 
1에 정리하였다.

L/D
0.01, 0.1, 0.5, 1, 1.5, 2, 2.1, 

2.15, 2.5, 3, 4, 6, 8, 10, 12, 16

Table 1 Conditions for cylindrical bluff body

Fig. 7과 같이 body의 길이가 짧을 경우 head에서 생긴 FV가 
body전체를 뒤 덮고 RB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Separation of cylindrical bluff body(  )
하지만 Fig. 8에서 보듯이 body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head에

서 발생하여 body에 reattach되는 FV와 tail부분에서 발생하여 

Fig. 8 Separation of cylindrical bluff body(  )
원통 후류에서 닫히는 RV가 발생하면서 head에서 생긴 FV와 tail 
에서 생긴 RV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9 Separation of cylindrical bluff body(  )
박리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Fig. 9)에 대해 추가적인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사이에서 두 박리의 분리가 확실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table 2에 정리 하였다.

-pattern1 : 하나의 박리(FV)만 이 존재하는 경우
-pattern2 : 두 개의 박리(FV, RV)가 존재하는 경우

Pattern L/D
Pattern1 0.01, 0.1, 0.5, 1, 1.5, 2
Pattern2 2.1, 2.15, 2.5, 3, 4, 6, 8, 10, 12, 16

Table 2 Pattern of separation

Fig. 10 Center point of separation



Fig. 10~12는 박리의 중심위치 및 길이, 높이를 나타내었다.
중심위치 및 높이는 축에서 방향 위치이고, 길이의 경우 박

리가 시작하면서 끝나는 부분까지의 방향 길이이다. Pattern1
의 경우 가 작을시 하나의 박리만 존재하는데 가 증
가할수록 head에 의해 하나의 박리가 더 생성되는 점을 감안하
여 center point는   일 때 생긴 박리의 center point
로 하였다.

Fig. 10은 박리의 중심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앞에서 말
했듯이 가 짧을 경우 하나의 박리만 생성이 되지만 
가 길어질수록 head의 영향으로 생기는 FV와 tail의 영향으로 생
기는 RV로 분리 되어 가면서 중심위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박리가 나누어 졌다고 생각하는 pattern2의 경우를 보면 
  이상에서 RV의 방향위치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xisymmetric body의 특성을 으로 이해 될 수 
있다. Start point는 각 pattern에서 가 가장 작은 경우의 
위치를 표시하여 준 것이다.

Fig. 11은 박리의 방향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적으
로 보면 뒤에서 나오는 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 Length of separation

Fig. 12 Height of separation

Fig. 12는 박리의 높이를 나타낸 것으로 pattern1의 경우 약간
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pattern2로 나누어지면서 높
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3.2 Cylindrical Bluff Body의     

다음은 cylindrical bluff body의   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Body 특성상 의 경우 body의 앞면과 뒷면만이 
항력에 영향을 주고 는 body의 옆면만이 항력에 영향을 미침
으로 3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Fig. 13은 FB의 분포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같은 양상
을 보이고 그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Fig. 13의 확대된 부분을 보
면   까지는 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지만 
   또는 이상 부근에서는 균일한 분포를 나타낸다. 

Fig. 14는 RB의 분포를 보여 준다.   부근까지 
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지만   이상 부근에서는 균
일한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FB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3   distribution of fore body

Fig. 14   distribution of rear body



Fig. 15는 SB의 분포를 보여준다. Body의 길이는 로 
무차원화 하였다.  ∼ 구간에서는 박리가 SB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는 박리가 body에 reattach되어
양의 값을 가지며 가 커지면서 양의 값을 가지는 구간
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5   distribution of side body

Fig. 16은 cylindrical bluff body의   분포를 보
여준다. Fig. 13, 14에서 보듯이 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구간에서 transient구간을 가지고, ≒

에서 minimum값을 가짐을 보인다. 또한   이상 부근에
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균일한 값을 가짐을 보인다. 의 경우 
  이하에서는 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가 증가함에 따라 도 증가함으로서 도 
결과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계산 결과 내의 항력은 가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Fig. 16     of cylindrical bluff body

본 연구에서 항력계수를 침수표면적(wetted surface area)이 
아니라 전면 투영면적(frontal area)으로 무차원화 한 것을 상기
하면 이와 같은 항력계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HOERNER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볼 수 있다. 

4. Cylindrical Rounding Body주위의 
유동

본장에서는 기존의 cylindrical bluff body와 같이 균일 유동장 
안에 놓여있고, 원통 앞면의 중심을 좌표계의 원점으로 잡아, 중
심축을 따라 원통의 길이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반경 방
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다. 유동의 유입되는 부분의 head
부분을 반지름이 인 원형으로 모깎기(rounding, Fig. 17)을 하
였다.

Fig. 17 Model and coordinate system for cylindrical rounding body

Fig. 18 Structured grid system for cylindrical rounding body

Axisymmetric계산을 수행하였고, 격자의 유입경계는  , 외
부경계는  , 유출경계는 로 생성하였다. 의 크기
에 따라 격자수는 ∼개, 축대칭 조건을 적용한 
차원 정렬격자로 생성하였다.

4.1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박리
의 변화에 따른 유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에 대하여 를 변화 시켜 가면서 수치해석을 시행하였다. 
가 작은 경우 앞에서 살펴본 cylindrical bluff body와 같이 2개
의 박리가 생성이 된다. Fig. 19, 20에서 보듯이 일정한 를 넘
어 서면 head에서는 streamline body와 같이 FV가 사라지고 tail
의 영향으로 인한 RV만 남게 된다. 또한   인 경우 
  ∼ 사이에서 FV가 사라지고  



Fig. 19 Separation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Fig. 20 Separation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인 경우   ∼ 사이에서 FV가 사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이 두 경우를 보았을 때 가 증가 하였을 시 
더 큰 의 값을 필요로 한다.

4.2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Fig. 21, 22는    인 경우 FB의 분포를 보여
준다.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경우 가 커짐에 따라 FB에
서의 최대음압이 감소하다 박리가 사라지는 순간인  

에서 가장 낮은 최대음압을 보인다. 그 후 최대 음압은 
다시 증가하지만 음압의 분포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의 경우 또한   에서 박리가 사라짐으로
서 가장 낮은 최대 음압을 보임을 볼 수 있다. 

Fig. 21   distribution of fore body(  )

Fig. 22   distribution of fore body(  )

Fig. 23, 24는    인 경우 RB의 분포를 보여
준다. 

Cylindrical bluff body의 경우와 같이 body의 길이가 짧고, 
가 작을 경우 head에서 발생한 박리가 body의 전체를 감싼
다. 이로 인해 RB의 의 변화는    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인 경우(Fig. 23) head에 의해 생긴 FV는 
가 작은 경우 body에 reattach되지 않고 cylindrical bluff 
body의 ≒이하의 body에서처럼 하나의 박리를 가진다. 
또한 head에서 생긴 박리의 영향으로 가 작을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다.   수준까지 는 증가하다 
의 영향으로 작아진 FV가 body에 reattach하면서 다시 감
소한다.   ∼ 구간에서는 cylindrical bluff 
body의 ≒구간에서와 비슷한 양상인 의 균일한 분
포를 보여준다.

  의 경우(Fig. 24) 의 크기과 상관없이 head에 
의해 생긴 FV가 body에 reattach되고 난후 tail의 영향으로 RV가 
생긴다. 즉 cylindrical bluff body의   이상에서처럼 두 

Fig. 23   distribution of rear body(  )



Fig. 24   distribution of rear body(  )

개의 박리로 나누어진다.   부터 는 감소하는 것
을 보인다. 또한 박리가 사라진   이후 구간에서는 
균일한 분포를 보여준다. 

Fig. 25~27는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인 
경우 SB의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인 경우   이하의 구간에서는 
FV의 영향으로 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구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V가 막 사라진   ∼ 구간
에서는 급격한 의 증가를 보인다. 이는 작은 구간을 지나면
서 급격한 압력의 감소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것을 Fig. 21, 22로 부터 알 수 있다. 또한  

이후 FV가 사라짐으로 음의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5   distribution of side body(  )

  의 경우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의 크기와 상관없이 FV가 body에 reattach된 후 는 양

의 값을 보이고   이후   과 같이 양의 
값을 보인다.

Fig. 26   distribution of side body(  )

Fig. 27   distribution of side body
(    ∼ )

Fig. 28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Fig. 28은    의 body에서의     를 
보여준다. 의 값이 커짐에 따라 FV가 작아지고 의 값이 
감소한다. FV가 사라지는 구간을 지나면 압력이 거의 변하
지 않는 일정한 구간을 가짐을 보인다. Cylindrical bluff body와 
다르게 transient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일 때 가 작은 FV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FV가 body
에 reattach하고 가 커질수록 FV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29는   인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에 따른 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Cylindrical 
bluff body에서와 다르게 가 증가함에 따라 가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듯이 FB와 RB의 압력 값은 
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RB의 압력 증가
량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에서 가 증가할수록 
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는 FV가 없는 
body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L/D fore body pressure rear body pressure
1 97.5674 Pa -36.9184 Pa
2 98.8778 Pa -30.5516 Pa

2.5 99.1884 Pa -29.2671 Pa
3 99.3966 Pa -28.3943 Pa
5 99.7993 Pa -26.5500 Pa
8 99.9380 Pa -25.2886 Pa
10 99.9696 Pa -24.7744 Pa
16 100.0001 Pa -23.7478 Pa

Table 3 Fore and rear body`s section pressure 

Fig. 29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5.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동방향으로 놓인 cylindrical bluff body와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유동특성의 살펴보았다. 주요 
parameter를 와 를 선택하고, 무차원화된 값을 비교
하기 위하여 면적을 직경이 1인 frontal area로 하였으며, 속도를 
1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 을 사용하였다.

박리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cylindrical bluff body의 
경우   ∼부근에서 drag의 minimum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박리가 두 개의 박리로 나누어지면서 생기
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적게는   이상에서, 크게는 
  이상에서 의 값이 일정해 짐을 볼 수 있다. 또한 
계산범위 내의 의 값이 의 값보다 약 배 이상 큼으로 
항력의 대부분은 임을 알 수 있다.

Body의 head의 영향으로 생기는 박리를 회피하기위한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경우    에 대하여 
를 변화 시켜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인 경
우   ,   인 경우   에서 
박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를 고정시
키고 를 변화시킨 경우 값이 cylindrical bluff body의 
약15%수준으로 이는 head로 인해 생기는 박리를 회피할 경우 
항력을 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 경우 
  이상에서는  cylindrical bluff body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값이 크게 줄어들어 ≒ 이상에서는 가 
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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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gorinsky모델이 적용된 VIC 방법의 검증을 위한
날개단면의 2차원 유동해석

오정근(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송형도, 서정천(서울대학교), 김명수(한국해양연구원)

Abstract

A vortex-in-cell (VIC) method for resolved-scale turbulent flow in wake of two-dimensional hydrofoils is presented.  As a 
turbulence modeling, the Smagorinsky model is used to resolve the eddies. The well-established panel method is used together 
with the Lagrangian approach for solving the vorticity transport equation in time-marching analysis.

Besides the irrotational velocity component obtained by the panel method, the rotational velocity component is calculated 
from the Poisson equation representing relationship between vorticity and vector streamfunction. In numerical implementation of 
the Poisson equation, we take Fast Fourier Transform scheme coupled with concept of the immersed boundary method using 
uniformly rectangular grids.

With the calculated irrotational and rotational velocity components, we apply the no-penetration boundary condition on the 
body surface as well as the no-slip condition.

In order to validate this VIC method with LES model,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commercial code. The results between 
VIC method and commercial code show that they are well matched.

Keywords : VIC방법, 난류 모델(Turbulence model), Smagorinsky, KH45 단면, LES (Large Eddy Simulation)

1. 서 론
수중 날개에 있어 뒷날(trailing edge)의 미세한 형상 변화는 

후류의 난류 유동을 변화시킨다. 특히 선박 프로펠러의 경우에 
뒷날 부근의 난류는 선박의 거주구에 불쾌한 소음을 야기하는 명
음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날개 끝에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하중을 부가하여 구조적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명음 현상에 주목하자면, 뒷날 부근에서의 난류 강도 특
성은 소음 스펙트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관계를 규명
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뒷날의 형상에 따른 shedding 보
텍스의 거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Bourgoyne et al.(2005)은 높은 
레이놀즈 수 조건에서 2차원 날개 끝에 비스듬한 경사(bevel)을 
주어 shedding 보텍스의 거동을 PIV 계측을 통해 조사한 바 있
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2차원 
날개 뒷날 근처의 와류 유동을 해석한 후, 궁극적으로는 해석결
과를 바탕으로 와류 발생 주기를 산정하고, 날개 뒷날의 진동 주
기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ik et al.(2011)의 연구에 사용한 
KH45 2차원 날개형상에 대해 LES - Smagorinsky 모델이 적용
된 Vortex-In-Cell(이하 VIC) 방법을 이용한 해석 기법을 개발하
여 비정상, 비압축성, 난류 점성 유동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상용코드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2. 배경 이론
VIC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정상, 비압축성 유동장으로 가

정한 이산화된 와도장에 대해 Lagrangian으로 표현된 와도이송
방정식을 풀어나간다. 이 때 유체장의 교란 속도는 Helmholtz 분
해에 의해 스칼라 포텐셜의 gradient인 irrotational 성분과 벡터 
포텐셜의 curl인 solenoidal 성분으로 나뉘게 된다. 이 중 전자는 
Hess & Smith(1966)에 의해 이미 잘 정립된 패널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후자는 유량함수와 와도의 Poisson 방정식을 FFT를 
이용해 풀어 유량함수를 구한 다음 여기에 다시 curl을 취해 얻는
다.

와도이송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에 curl을 취하여 식 
(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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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력항을 무시하고 Lagrangian 관점에서 2차원 유동에 대한 
와도이송방정식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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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장 내 와도 입자의 이산화는 가우시안(Gaussian) 순정 함
수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는 와도 입자
가 가지는 세기, 


는 와도 입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가우시안 

순정 함수는 식 (4)와 같다.




  

  



 






 (3)

 

 



















 




(4)

식 (2)의 우변인 와도 확산항은 식 (5)와 같이 Degond & 
Mas-galic (1989)이 제안한 PSE(Particle Strength Exchange)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입자들 상호 간 거리와 상대적인 와
도 세기 차이에 따른 세기 교환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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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식 (5)의   또한 가우시안 순정 함수이므로, 식 (2)는 
이산화된 형태로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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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난류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 상에서 필
터된 와도이송방정식의 유도가 필요하다. 2차원 유동에 대한 필
터된 와도유송방정식은 RANS 방정식과 유사하게 식 (7)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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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로 표

현되는 subgrid-scale(SGS)의 응력텐서이다. LES 해석을 위한 
난류 모델로서 ∇·


는 Smagorinsky 모델을 채택하여 구현

하였다. Smagorinsky 난류 모델은 식 (8)와 같으며, 여기서 난류 
점성계수 는 식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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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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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식 (10)에서 는 Smagorinsky 계수이며, Rogallo & Moin 
(1984)의 제안한 바에 따라 0.13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는 필

터 크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 크기를 변경하며 계산한 결과
를 보인다. 

식 (7)의 좌변 첫째항과 식 (8)의 우변은 유사한 형태이며, 따
라서 식 (5)와 같은 PSE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식 (7)의 ∇·


  항은 평균 난류 점성

계수가 포함된 PSE 기법을 통해 식 (10)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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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산 결과의 비교를 위한 난류 응력의 계산은 식 (11)을 
따른다.

  
  (11)

또한 2차원 계산에서 필드 와도 분포로부터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량(Impulse)은 식 (12)와 같이 계산 가능하다.







×


   (12)

그리고 물체에 가해지는 유체력은 식 (13)과 같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미분하여 얻는다. 


 



  (13)


의 성분은 로 각각 drag와 lift 성분에 해당한다.



3. 계산 대상 및 계산 조건
Paik et al.(2011)의 실험에서 사용한 날개 단면의 형상은 Fig. 1
과 같이 KH45 원래의 형상인 단면과 뒷날의 일부가 잘린 단면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KH45 원래 형상을 계산 대상으로 선택하
였으며, 무차원 코드(chord)길이를 1, 앞날의 무차원 x좌표(x/C)
를 –0.5하여 Fig. 1와 같이 날개를 배치하였다.

Reynolds # 10,000
# of panels 250

panel size (average) 0.008
simulation time 8 (seconds)

time step 0.004
blob size 0.001

# of field blobs (Max.) 737,564
calculation time 31 hours

22 minutes

Fig. 1 KH45 section shape
Table 1 Information of computing

계산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수행되었다. Panel 크기는 계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Green 함수 기법의 정확도를 유지
하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늘렸다.

계산 시간 간격과 입자의 크기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
건을 사용하여 정하였다. 첫 번째는 Cottet & Koumoutsakos 
(2000)에서 언급된, PSE 기법이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다.





   (15)

두 번째는 CFL 형태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다.



     (16)

본 논문에서는 상수   를 사용하였다.
한편, 해석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

하였으며 계산영역은 Fig. 2와 같이 구성하였고 무차원화된 x, y
방향의 크기는 –3.5<x/C<5, -3<y/C<3으로 하였다. 개발한 수치
기법과 동일한 난류모델인 LES를 이용하였으며 subgrid-scale 
model은 Smagorinsky-Lilly model으로 하였으며, 이 때 무차원
화된 Smagorinsky 계수(Cs)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값과 동일한
0.13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계산과 동일한 레이놀즈수(1×104)
에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속은 1m/s, 코드길이는 1m로 하
였고, 동점성계수를 1×10-4로 설정하였다. 난류가 발생할 수 있
도록 유입류의 fluctuating velocity algorithm은 spectral 
synthersizer를 이용하였다. 압력-속도 연성은 SIMPLEC, 압력은 
2차 정도 차분, 모멘텀은 Bounded central differencing을 사용
하였다. 격자는 structure 형상으로 개수는 약 108,000개이다.

Fig. 2 Computational domain for FLUENT

4. 계산 결과
4.1 후류 와도 분포 비교

계산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비교로써, 날개 후류의 
와도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무차원화 시간(t=C/U0)에 따라 와도
분포의 변화를 Fig. 3에 도시하였다. (a)는 VIC방법의 결과이고 
(b)는 FLUENT의 결과이다. VIC방법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
도 후류의 와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
대적으로 FLUENT의 경우에는 무차원 시간으로 1초까지는 초기 
와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상의 시간에서는 초기 와도의 모습
을 볼 수 없다. FLUENT의 경우, y/C<5로 계산영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a) results from VIC method

(b) results from FLUENT
Fig. 3 Vorticity fields comparison between VIC method and FLUENT

Fig. 4 Horizontal velocity comparison near the foil surface 
at x/C=0.45

4.2 x방향 속도 분포 비교

계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동일한 
위치(x/C=0.45)에서의 x방향 속도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Fig. 4). 무차원 시간으로 0.4초와 5.0초의 경우를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 두 시간대에서 모두 VIC 방법과 
FLUENT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뒷날 근처의 x방향 속도분포를 공간상에서 살
펴본 것으로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매우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a) VIC method

(b) FLUENT
Fig. 5 Separating boundary layers and near wak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IC 방법을 이용하여 난류유동해석을 해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검증을 위하여 상용코드와 비교하였다. 속
도장의 분포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날개 후류의 와
도 분포는 VIC 방법이 훨씬 더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난류의 변동 성분을 개발된 VIC방법으로 해석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개발한 방법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될 것
이며 추가적인 보완사항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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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 수치 예측
김 해동(세종대학교), 김 병윤(넥스트이엔에스)

요 약

In this paper, a prediction of sea wave loads acting on a high-speed underwater vehicle is performed by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echnique based on the Navier-Stokes equations. The sea wave loads on a high speed 
underwater vehicle beneath the free surface are calculated. Th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simulated sea 
wave loads data and showed in a reasonably good agreements.

Keywords : Sea wave loads(해파력),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유체해석), Underwater vehicle(수중 운동체)

1. 서 론
수중 운동체에 대한 동역학적인 운동방정식을 기술할 경우, 

또는 심도 유지 또는 수중의 궤적 추종과 같은 수중운동체에 적
용되는 제어기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통상, 해
수면의 깊이가 깊은 바다 운용 환경 하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왔
다.(Fossen, 1994) 그러나 최근, 천해환경에서의 고속 수중운반
체에 대한 운용 해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수면의 영
향이나 해저 바닥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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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으로부터 추정한 유체력은 적절한 것
이 못되는 것으로, 보다 엄밀한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한 
비선형 유동해석에 기반을 둔 해파력 해석이 요구된다.(Kim, 
D.J., Rhee, K.P., Choi, J.W. & Lee, S.K, 2009) 이를 위해, 최
신의 상용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적 거친 해상
상태를 기준으로 해수면의 운동으로부터 발생된 해파력이 고속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을 계산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
양한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해파 스펙트럼에 대한 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해파 생성에 따르는 수치기법상의 한계와 가용한 계
산용량 및 계산 시간에 따른 제약이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해 운용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해상
상태에 해당하는 Sea State 5 의 대표적인 주파수에 해당하는 
단일 주파수를 갖는 해파에 대하여 해수면 근처를 운용한다는 조

건에서 선형 포텐셜 유동이 아닌, 비선형 Navier-Stokes 방정식
에 기반을 둔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수중 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
력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통하여 
수중체가 없는 바다환경에서 단일 주파수를 갖는 해파를 생성하
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묘사하고 그 이후에 해수면으로 부터의 수
심에 따라 고속으로 운항하는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을 
계산하도록 한다.

2. 전산유체해석 방법
단일 주파수를 갖는 해파가 생성하는 교란에 의해 수중 운동

체에 작용하는 해파력과 모멘트를 전산유체역학기법을 통해 구
해보도록 한다. 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수중 운동
체에 작용하는 단일 정상 해파력 계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중 운동체는 해수 속에 고정하고 해면의 해파 움직임
에 따른 해파력과 모멘트를 전산유체 기법을 통해 구한다. 그리
고 이러한 유동변화가 정상상태에 이르렀을 즈음 이를 해파의 영
향 하에서 수중 운동체가 움직일 때 작용하는 해파력과 모멘트를 
계산하는 초기 조건으로 삼는다. 이로부터 다시 정상상태의 해에 
도달하면 이를 비로소 단일 정상해파의 영향하에서 등속으로 운
항하는 수중 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력과 모멘트에 대한 계산 결
과를 얻게된다.

2.1 유동 모델 및 계산 격자
계산영역은 Fig. 1과 같이 80 m x 30 m x 4 m 의 직육면체 

형태로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부 10 m와 해수를 결합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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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높이이고(푸른색 영역) 해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공기영역 
아래 부분인 75 m 에 해당한다. 상단 윗면 경계은 공기에 해당
하고 가장 아래 경계는 대칭 해수면으로 처리한다. 

Fig. 1 Grid used for computations
어뢰의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비정상 유동의 현실적인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3차원 구형 전두부에 (직경 0.4 [m]) 3 [m] 길
이의 원통형상이다. 사용된 격자 수는 약 40만 개가 사용되었으
며 계산 분해능을 높이기 위하여 자유 해수면과 수중운동체 표면
에 계산격자를 밀집시켰다. 또한, 유동 조건은 난류로 가정하여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해파력에 대한 본 해석에 
앞선 예비해석의 성격으로, 계산 시간에 따르는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난류 유동 해석에 필요한 충분한 격자 밀집도를 갖는 것
은 아님을 밝혀둔다.

2.2 수치해석 기법 및 경계 조건
단일 주파수 해파 모사(simulation)와 마찬가지로 23 [m/s]의 

등속으로 운항하는 수중 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력 및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상용 전산유체역학 해석 패키지 FLUENT 6.3 
Ver.을 사용하였으며 적용된 수치해석 기법은 아래와 같다.

-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 (난류 가정)
- k-epsilon 2 equation 난류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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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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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면 : 해수 대칭면

3. 계산 결과
3.1 심해 환경에서 고속 운동하는 수중운동체

우선 해파의 영향이 없는 심해의 환경 하에서 23 [m/s]로 직
선 등속 운동을 하는 고속 수중운동체 주위의 유동 해석 결과를 
Figs 2-3에서 보여 준다.

Fig. 2 Pressure plot around underwater vehicle
 

Fig. 3 Velocity magnitude plot around underwater vehicle 
Fig. 2에서는 고속 수중운동체 주위의 압력장을, Fig. 3에서는 

속도의 크기를 대칭면에서 각각 나타낸다. 해수면의 영향이 없으
므로 축 대칭 유동을 보이고 있으며, 수중운동체의 단면적을 기
준으로 항력계수가 0.05494 이다. 이는 수중운동체 단면적을 
1.2457[m2]을 기준으로 할 경우, Drag force가 약 9034[N]에 
해당한다.

3.2 천해 환경에서 고속 운동하는 수중운동체
해파의 조건은 파장이 20 [m] 에 파고가 2 [m] 로서 해상 상

태(sea state) 5 에 해당하는 단일 주파수의 해파 조건이다. 이와 
같은 조건의 해수면 영향 하에 등속으로 운동하는 3 차원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계산한 결과는 Fig. 2에서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s 2-3은 파장 20 [m]이고 파고 2 [m]인 해
파 아래, 수심이 6 [m]에서 23 [m/s] 등속으로 움직이는 수중 
운동체 주위의 속도와 압력 선도를 나타낸다.

 

Fig. 4 Velocity magnitude plot around underwater vehicle 
under 6 [m] below the sea wave surface

Fig. 5 Pressure magnitude plot around underwater vehicle 
under 6 [m] below the sea wave surface

Fig. 6 Heaving force exerted to the underwater vehicle 
under 6 [m] below the sea wave surface

Fig. 7 Drag force exerted to the underwater vehicle under 
6 [m] below the sea wave surface

Fig. 8 Pitching moment exerted to the underwater vehicle 
under 6 [m] below the sea wave surface

 Figs 2-3의 경우 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적용한 수
중 운반체 주위의 속벡터 선도와 그와 대비되는 정지 좌표계를 
적용한 해수영역의 속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적용한 주된 이유는 수중운반체 주위 영
역을 dynamics mesh 기법으로 계산할 경우 해파와의 속도 차에
로 인해 계산영역이 매우 확대되므로 현실적인 계산 수행이 어렵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Figs 4-6은 파장 20 [m]이고 파고 2 [m]인 단일 주파수 해
파의 영향 하에 23 [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수중 운동
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이 
때 해파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유체 정역학적인 힘은 
배제하였다. 또한 수심에 따른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
멘트는 마치 큰 주파수와 작은 주파수가 합성된 듯한 그래프를 
각 각의 그림에서 공히 보여주지만 이 중 작은 주파수에 의한 유
체력 영향은 해파의 영향 이라기보다는 스폰지 영역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해파가 하방류에서 반사되어 상류 방향으로 유입
되는 영향이므로 사료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3 
[m/s]의 속도로 등속 이동하는 직경 0.4 [m] 이고 길이 3 [m]
인 3-D 수중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력은 Heaving force가 



peak-to-peak 기준으로 대략 Table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Table 1 Sea wave forces and pitching moments exerted on 
the underwater vehicle

수심 Heaving 
force Drag force Pitching 

Moment 
3 [m] 5465 [N] 3747 [N] 3123 [N-m]
6 [m] 4684 [N] 2186 [N] 2498 [N-m]
9 [m] 2342 [N] 874 [N] 1249 [N-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 주파수의 정상 해파의 영향 아래에 직선 

등속으로 고속 운항하는, 직경 0.4 [m] 및 길이 3 [m]인 반구 
원통형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과 해파 모멘트를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을 둔 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적용하
여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해상 상태 5의 대표적인 주파수에 해
당하는, 파장 20 [m], 파고 2 [m]인 단일 정상파 영향아래 수심 
3[m], 6[m], 및 9[m]에서 23 [m/s]의 속도로 운항하는 수중 
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력을 하였으며 수심 9[m] 기준으로, 대
략 2342 [N]의 heaving force 와 874 [N]의 항력 그리고 1249 
[N-m] 내외의 peak-to-peak 해파력이 예측되었고 수심 20 
[m] 이상의 깊이에서는 해파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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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을 가진 2차원 수중의 유체-구조 연성해석
이숙정(충남대학교), 안병권(충남대학교), 김기섭(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When a natural frequency of the trailing edge of the hydrofoil is close to a vortex shedding frequency, an amplitude of the 

edge oscillation becomes maximal; it makes intensive noise called singing. Motion of the trailing edge may also feedback to the 
vortex shedding so that self-sustained oscillation appears, and a resonant frequency is locked in some interval of the speed of 
the incident flow. In this study, we first evaluate main features of oscillating characteristics of the hydrofoil. Second we simulate 
fluid-structure interaction of the hydrofoil with a flap using a commercial code, ANSYS-CFX, and investigate lift characteristics in 
a frequency domain. 

Keywords : Propeller singing(프로펠러 명음), Self-sustained oscillation(자려진동),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구조연성) 

1. 서 론
선박의 특정 운용 속도영역에서 일어나는 명음현상은 현재까

지 정확한 발생 메커니즘의 규명은 물론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음현상이 심각한 소음수준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으나(1) 그 발생 위치
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날개 뒷날 
부분을 경험적으로 연삭하거나 재가공하여 박리와류의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또 다른 속도영역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상선의 
경우 일정 속도영역에서 운항하게 되는데 명음현상이 일어나는 
속도구간에 운항속도가 위치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음의 발생 메카니즘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
겠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명음현상은 유동 중에 있는 물체의 
고유진동과 물체로부터 박리되는 와류가 공진하여 강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자려진동의 영향으로 넓은 유입속도 영역에
서 일정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구속(lock-in)현상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리와류와 날개의 고유진동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유체-
구조의 연성문제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2)   

이평국 등(2007)은 진동하는 2차원 날개 단면 주위에 대한 유

동장을 계산함에 있어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동의 박리와 
양력특성 등을 보임으로써 유탄성 추진기 설계의 기초가 되는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날개 단면 주위의 유동장에 대해 유체역
학적인 수치계산만이 수행되어 연성에 의한 효과까지는 반영하
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음현상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이
론 정립을 목적으로 특히 날개에서 발생하는 자려진동의 일반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ANSYS-CFX를 이용한 유체-구조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 계산을 통해 안병권 등(2010)에 의
해 수행되었던 수학적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현상이 일어
나는 속도영역을 확인하고 뒷날의 기하학적 형상변화에 따른 명
음발생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접근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2. 2차원 날개의 진동 특성 
2.1 국부 고유 진동수 추정

명음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날개 끝단의 국부
적인 고유진동수와 날개의 끝날로부터 박리되어 나가는 와류의 
기진력에 의한 진동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동중의 날개 끝을 특성길이(), 두께(2) 및 끝
날의 각()을 가지는 쐐기형태의 탄성보로 모델링하였다.

모델링된 날개 뒷날에 대한 탄성방정식과 경계조건은 식(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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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는 탄성계수, x는 2차 면적모멘트, s는 날개 재료
의 밀도를 나타내며, Δ은 유체의 부가질량을 의미한다. 이 때 
최대 포텐셜에너지와 최대 운동에너지는 다음 식 (2),(3)와 같으
며, Ritz법을 사용하여 식 (4)와 같이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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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x와  그리고 Δ은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5)

여기서 f는 유체의 밀도이다.
양 끝단에 대한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근사해를 얻기 위한 처

짐곡선을 아래 식 (6)과 같이 급수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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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차 근사식을 사용하여 식(4)를 계산하면 날개 끝날의 고유진
동수를 알수 있으며 그 결과 식 (7)과 같이 기하학적 특성 길이
()과 끝날각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7)

Fig.1는 Ε=7.3×103, =15°, s=2800를 갖는 날개 뒷날의 
특성 길이()에 따른 고유진동수를 보여준다.

Fig. 1 Predicted natural frequency

2.2 와류의 박리 진동수 추정

정상상태의 날개 끝에서 발생되는 와류의 박리주파수는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Strouhal 수를 는 유입 유동속도를 그리고 
는 박리와류 사이의 수직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날개 주위 
유동의 경우 102 < <107 영역에서 =0.21~0.25의 값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Fig 2은 Strouhal 수에 따라 유입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와류(=8mm)의 박리주파수 특성을 보여준
다.

Fig. 2 Vortex shedding frequency



Fig. 3 Process for FSI calculation with commercial code

3. 수치해석방법
3.1 계산 대상 및 격자

계산에 앞서 상용프로그램(ANSYS)을 이용한 수치계산방법을 
정립하였고 그 과정을 Fig.3에 나타내었다. 계산하고자 하는 대
상 물체의 특성이 주변 유동장이 물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구하
는 데에 경계조건으로 작용하며, 계산된 유체력은 대상 물체에 
경계조건으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계산하게 하였다. 

case 1 case 2 
Section NACA 0012

25% Slotted flap
NACA 0012

10% Slotted flap
Hinge point 0.25 C 0.10 C
Structural 
material Aluminum alloy

Foil section NACA 0012
Chord length 1m
Modulus of 
elasticity 73 GPa

Material density 2800 kg/㎥

Table 1 Airfoil properties

계산 대상은 실험자료(안병권 등 2010)가 있고 비교적 잘 알
려진 단면인 NACA0012를 선택하였다. 코드길이는 1m이며 물성
치는 안병권 등에 의해 수행된 실험()에서 사용된 대상과 동일하
게 설정하였고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계산 대상의 기하학
적 특성을 Fig.4에 도시하였는데, 두 단면 모두 대칭단면으로서 
캠버가 없고, 두께는 각각 코드길이의 12%이며, Slotted flap을 
갖는 형상이다. 첫번째 단면(case 1)은 앞날로부터 코드길이의 
75%의 위치에서 회전의 중심축이 위치한 flap을 가지며(flap의 

길이가 0.25C), 두번째 단면(case 2)은 코드길이의 90%서 회전
의 중심축이 위치하는 flap을 가진 형상(flap의 길이가 0.10C)이
다. 

유입유동의 방향과 수직인 y-방향 힘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
해 각각 Fig.4에 나타낸 것과 같은 회전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 
원통좌표계를 적용하였다. 

Fig.4의 원통좌표계에서 유동과 나란한 방향인 x-축 방향과 
지면과 수직인 z-좌표에 대해서만 고정시키고, 원주방향인 y-축 
방향으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한 비강제 자유진동을 구
상하였다. 이 자유진동으로부터 얻어진 구조해석결과를 대상 날
개 단면의 각각의 플랩에 경계조건으로 작용하여 유체-구조 연
성을 실시하였다. 

Fig. 4 Model (left - case 1, right - case 2)

본 연구에 사용된 유동장의 격자는 상용격자생성 프로그램인 
Gridgen을 이용하여 Fig.5과 같은 다중블록 정렬격자를 생성하
였고 유동해석은 ANSYS CFX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격자특성
과 계산 조건들은 Table.2에 정리하였다.

case 1 case 2 
Sampling
frequency 10⁴ 10⁴
Grid type C-type structured gird

y+ 100
# of Elements 135364
Fuild desity 1.185 kg/㎥ (Air)
Turbulence

model Shear Stress Transport (SST)
P-V coupling Rhie-Chow 2nd order

Relaxation factor 0.65 

Table 2 Calculate condition



Fig. 5 Computation domain for NACA0012 section w/ flap 

3.2 계산 결과 및 분석

유동장에 대한 수치해석은 속도변화에 따른 양력변화에 초점
을 맞추어 2m/s부터 4m/s 간격으로 30m/s까지 유입속도를 변화
시켜가며 수행하였다. 각각 25% 플랩을 가진 경우(case 1)와 
10% 플랩을 가진 경우(case 2)에 대해, 구조해석이 반영되어 연
성해석이 이루어진 플랩의 양력과 유동장에 의한 유체력만을 계
산한 날개의 본체의 양력을 계산하였다.

Fig. 6 에는 V=30 m/s 일 때 10% 플랩을 갖는 날개 주변의 

Fig. 6 Velocity distibutions (V=30m/s)

속도분포를 나타내었으며, Fig. 7과 Fig. 8은 유입유동의 속도
가 각각 10m/s, 30m/s 일 때의 유선을 보여준다.

Fig. 7 Streamlines (V = 10m/s)



Fig. 8 Streamlines (V = 30m/s)

Fig. 9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wing w/ 10% flap
유동해석을 통해 얻어진 유체력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역시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해석에서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력을 Fig. 9과 같이 플랩
에 작용하는 압력을 경계조건으로 추가함으로서 연성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 압력으로 인하여 회전 중심축 근처에 응력이 집중
되며 플랩의 변위도 변하는 것을 Fig.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0 Pressure and displacement on 10% flap

또한 Fig. 11과 같이 유체-구조 연성이 적용된 플랩에서의 시
간에 따른 양력의 변화를 Sampling Frequency=10000으로 하고 

동일한 구간과 개수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FFT변환을 실시하여 
얻어진 주파수 응답을 비교하여 각각 Fig. 12과 Fig. 13에 나타
내었다.

Fig. 11 Lift variation in time domain

Fig. 12 Lift variation Frequency domain w/ 25% flap

Fig. 13 Lift variation Frequency domain w/ 10% flap 



본 연구의 수치 계산에서의 플랩의 길이를 특성길이로 하여 2
절의 Fig.2에서 예측한 특성 길이 (즉, 날개 끝단으로부터의 길
이)에 따른 날개의 국부 고유진동수와 비교하였다. 특성길이 
=0.25m (코드길이의 25%)일 때의 Fig.2로부터 예측한 고유진
동수는 약 1300Hz이며 =0.10m일 때의 고유진동수는 3400Hz
이다. 한편 플랩의 수치계산결과의 주파수 응답에서는 =0.25m
일 때는 약 1100Hz 주파수의 집중이 나타났으며, =0.10m일 
때는 약 4800Hz에서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날개 단면에 대한 유체-구조 연성해석의 계산 결과와 수
학적 모델링으로 얻은 결과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2차원 날개 
단면의 고유주파수 특성을 유동장의 연성해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상용프로그램을 통해 유체-

구조 연성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정립하
고 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파수 분석을 통해 해석결과를 검토
하였다.

유체-구조 연성을 적용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주파수 
영역대로 변환하여 해석함으로써 날개의 고유주파수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유체력에 의해 플랩에 작용하는 응력수준과 플랩의 
변위 역시 가시화함으로서 유체력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수치계산을 이용하여 명음현상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
나인 자려진동의 영향으로 인한 넓은 유입속도 영역에서 일정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구속현상(lock-in)현상을 나타내었다.

받음각에 따른 날개의 응답 특성, 수중익에 대한 계산, 재질에 
따른 FSI 특성에 관한 추가 연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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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이용한 터널스러스터 외벽의 모따기 효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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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chamfering in outer wall of tunnel thruster using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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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ucted propeller, combination of KA4-70 and 19A duct, was carried out to validate 
the numerical simulation methodology.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produced by SSMB. Then, numerical simulations for the 
effect of chamfering in tunnel thruster outside were performed. From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chamfering by comparing the thrust. 

※Key words : CFD(전산유체역학) , Tunnel Thruster(터널 스러스터), Thrust (추력), Ducted 
propeller (덕트 프로펠러) 
 

1. 서론 

선박의 접, 이안시 많이 이용되는 보조추진장
치는 터널식 추진기(이하 Tunnel Thruster)로 선박
의 선수 또는 선미에 설치되며 매우 필수적인 장
비 중의 하나이다. (Fig. 1) 뿐만 아니라 최근 건조
가 늘어나고 있는 셔틀 탱커(shuttle tanker)와 같
은 선박에서는 해상에서 수행되는 하역작업 시
DP(Dynamic Positioning) 기능이 반드시 구비되
어 있어야 하는데, DP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Tunnel Thruster 가 이용되기도 한다.   
선종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Tunnel Thruster 가 설치되면 선박의 운항 시 선박
의 유체역학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Tunnel Thruster 의 유/
출입면에 존재하는 Grid 에 대한 연구는 김성표 등
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선박이 정지해 있을 때 Tunnel 
Thruster 의 추력성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즉, 선박의 Tunnel Thruster 외벽에 모따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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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추력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수치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이
를 위해 먼저 수치해석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는
데, 덕트 프로펠러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동해석과 격자생
성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를 이용하였다. 

 

 
Fig. 1 일반적인 선박의 Tunnel Thruster 
 
 
 

 
2. 수치해석방법 검증 

2.1 덕트 프로펠러의 모형시험 
 

본 연구의 최종 해석대상은 프로펠러 바깥에 
tunnel 이 있으므로 프로펠러의 외부와 프로펠러 
사이에 작은 갭(Gap)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수
치해석 방법의 검증을 목적으로 일반 프로펠러가 
아닌 덕트 프로펠러를 선정한 이유도 프로펠러의 
외부에 덕트가 존재하고 덕트와 프로펠러 사이에 
좁은 갭이 존재한다는 점이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덕트 프로펠러는 당센터 (이
하 SSMB)에서 제작한 모형으로 프로펠러는 KA4-
70 이고 덕트의 단면은 19A 이다[2]. 본 구성과 
동일하게 수행된 MARIN 모형시험 결과[3]도 있으
므로 시험결과에 대한 검증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제원은 표 1 에 나타
내었다.  

 

 
 

Table 1 Particulars of the Propeller 

 KA4-70 
Diameter of Model 220.0mm 
Pitch Ratio 1.000 
Expanded Area Ratio 0.647 
Number of Blade 4 

 
하지만, Fig. 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SSMB 

와 MARIN 의 프로펠러 날개의 형상은 동일하나 
허브는 MARIN 의 경우 프로펠러 직경의 16.7%, 
SSMB 의 경우 25.3%로 상이하다. 
 

 
(A) MARIN 

 

 
(B) SSMB 

Fig. 2 Propeller Geometry 
 
시험장치의 구성은 Fig. 3 에 나타내었다. 일반

적인 프로펠러 단독 성능 시험 장치와 함께 덕트
의 추진력 계측을 위한 센서를 덕트에 장착하고 
스트럿으로 고정하였다. 특히, 덕트에 작용하는 힘
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하여 덕트와 스트럿 을 연



 

 

결하는 부분에 수밀이 가능한 검력계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Fig. 3 Test Equipment for Open Water Test 

with Ducted Propeller 
 
일반적으로 덕트 프로펠러 단독 성능 시험은 프

로펠러, 덕트 추진력, 및 프로펠러 토오크를 계측
하게 된다. Fig. 4 은 SSMB 에서 수행된 단독 시험 
결과와 MARIN 의 시험결과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MARIN 시험 결과[3]와 비교하여 전 영역에서 추
진력, 토오크 및 추진효율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J =0.5 에서 약 1.6%의 프로펠러 단독 
추진 효율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프로펠러 
허브 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SSMB 
25.3%, MARIN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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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ucted Propeller Open Water 
Characteristics 

 
2.2 덕트 프로펠러의 수치해석 

 

본 절에서는 수행한 수치해석과 모형시험 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수치해석기법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대상은 Fig. 5 에 도시하였
고, 허브비등은 SSMB 의 모형시험 결과와 동일하
게 모델링하였다.  

 

 
 

Fig. 5 덕트 프로펠러의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점성 유동을 해석하

기 위해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정상 상태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프로펠러의 
회전효과를 주기위해서 MRF(Moving Reference 
Frame) 방법을 이용하였고 수치해석에 사용된 난
류모델은 Realizable K-E 난류모델이다. 벽함수를 
사용하여 경계층 내부의 격자수를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덕트 프로펠러가 수면에서 충분히 
잠겨있는 상태에서 모형시험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수치해석에서도 자유 수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수치해석을 위한 도메인은 Fig. 6 에 도시한 
바와 같으며 유동 해석 시 경계 조건은 유입 면 
은 velocity inlet 조건을, 유출 면은 Pressure outlet
으로 설정하였다.  

 

 Fig. 6 계산영역 
 
또한 격자계는 Fig. 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

정렬 격자계인 Trimmer 격자로 구성되었으며 조



 

 

 

밀한 부분을 따로 정의하여 계산의 정도를 높이는 
동시에 격자를 효율적으로 밀집시키고자 하였다.  

 

 
Fig. 7 Grid system 

 
수치해석은 전진비를 0.1 에서 0.4 까지 0.1

씩 증가시키면서 수행하였다. 본 수치해석을 통하 
예측된 전추력계수 (덕트와 프로펠러 추력의 합)
와 토크계수 등은 Fig. 8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당
사의 실험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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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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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토크계수  

Fig. 8 덕트 프로펠러의 수치해석 결과검증  

3. Tunnel Thruster 의 모따기 효과 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정립한 수치해석기법을 이
용하여 Tunnel Thruster 외벽의 모따기 효과를 고
찰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Tunnel Thruster 는 다양한 
선종의 선박에 부착되고, 같은 선종이라 하더라도 
선형에 따라서 선박의 추진성능과 DP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도도 다르다. 따라서 외벽의 모따기에 
따른 추력성능의 변화를 보는 것은 특정 형상이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기준형상을 
정의하고 모따기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Ｕ자 형태의 
선체를 정의하고 이를 Fig. 9 에 도시하였다. 또한 
사실적인 Tunnel Thruster 의 모사를 위하여 프로
펠러 주변의 하우징과 레그 (Housing & Leg) 등을 
모두 모델링하였다. Tunnel 의 길이는 프로펠러 직
경의 2 배이며 편의상 프로펠러의 회전중심이 
Tunnel 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배치하였다. Tunnel
의 중심으로부터 선체의 상/하부의 끝이 각각 직
경의 4 배만큼 떨어지도록 하였다.  

 

 
(A) 기준 선체형상 

 (B) Tunnel Thruster 와 Tunnel  
Fig. 9 기준형상 



 

 

더불어 전체 계산영역은 선체를 충분히 포함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Fig. 10 에 도시
하였다. 또한 경계 조건으로 유입면에는 Velocity 
inlet 조건을, 유출 면은 Pressure outlet 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선체는 벽이며 나머지 면들은 모
두 대칭경계조건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
로 Tunnel Thruster 는 거의 Bollard 상태에서 작
동이 되므로 사실적인 모사를 위해 본 수치해석에
서는 전진비를 J=0.02 로 정의하였다.  

 
 

Fig. 10 계산영역 
 
Fig. 11 에는 외벽에 모따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하 Baseline)와 존재할 때 (이하 Chamfer)
의 형상을 함께 도시하였고, 표 2 에는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된 추력과 토크 등을 나타내었다.  

 
Table 2 수치해석 결과비교 

 
  Baseline (%) Chamfer (%) 

Thrust 

Hull + 

Tunnel 
-20.39 18.62 

Thruster 

Unit 
120.39 101.81 

Total  100 120 

Torque Propeller 100 92.7 

 
 

 
(A) Baseline 

 

 
(B) Chamfer 

Fig. 11 Tunnel Thruster 와 외부형상 
 

 
표 2 는 Tunnel Thruster 가 작동할 때 발생되

는 힘(추력)과 토크를 나타낸 것으로 Baseline 의 
전추력과 토크를 각각 100 으로 정의하여 상대적
인 값을 기입하였고, 양의 값은 추력을 발생시키
는 방향을 의미한다. 전추력은 Tunnel Thruster 의 
Unit (Propeller 자체의 추력과 Housing, Leg 의 저
항의 합)이 산출하는 힘과 나머지 성분(선체와 터
널)이 산출하는 힘의 합이다. 표 2 에서 알 수 있
듯이 모따기를 한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추력
값과 토크값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즉, 모따
기를 하게 되면 Tunnel Thruster Unit 의 추력과 토
크가 모두 감소하는데 이것 Tunnel 내부로 유입되
는 유속이 빨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진비 J
의 값이 모따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
다. 또한 Hull+Tunnel 성분은 추력을 감소키시는 
저항성분에서 모따기를 하게 되면 추력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유는 모따기를 하게되면 외부 면
의 압력장의 값과 분포 등이 변하기 때문이다. Fig. 
12 에 도시하였듯이, 모따기를 하게 되면 Tunnel
로 유입되는 유속이 증가하면서 유입면의 모따기 



 

 

 

영역 부근에서는 압력장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모따기를 한 경우에 유출면의 압력은 모따기를 하
지 않았을 경우의 유출면 압력장 분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모따기를 하게되면 유입
면은 압력이 떨어지고 유출면은 압력이 높아져서 
선체에서 추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A) Baseline 유입면과 유출면 

 

 
(B) Chamfer 유입면과 유출면 

Fig. 12 압력장의 분포 
 

다음으로 단면에서 속도장과 유선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13 에는 국부적인 부분을 나타내
었는데, 모따기를 한 경우에는 유선의 분포를 보
면 모따기의 효과를 확연히 비교할 수 있다. 즉,  
Bollard 상태에서는 사방에서 유체가 빨려 들어오

고 이 때 모서리에서 발생되는 유입류의 박리 현
상은 모서리의 형상에 따라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A)  Baseline       (B) Chamfer 
Fig. 13 모서리 부근에서 유선의 분포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해석 코드인 STAR- 
CCM+를 사용하여 덕트 프로펠러에 대한 성능검
증과 Tunnel Thruster 외벽의 모따기 효과를 고찰
하였다. 덕트 프로펠러의 경우 모형 실험과 비교
하였을 때, 전체 추력의 오차가 2% 이내 정도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Tunnel Thruster 
외벽의 모따기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 모따기를 하게 되면 유입류의 속도가 증가
하므로 실제 J 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프로펠러
의 추력, 토크는 감소하는 방향이다.  

- 모따기 효과로 인해 전체 추력이 증가하는
데 이것은 근본 원인은 외벽의 압력변화에 의한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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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구조 반복해석법에 의한 유연 프로펠러의 설계
장현길, 노인식, 홍창호, 이창섭(충남대학교)

요 약

Flexible composite propellers are subject to large deformation under heavy loading, and hence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deformed propeller might deviate from that of the metallic propeller under negligible deformation. To 
design the flexible propeller,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be able to evaluate the structural response of the blades to 
the hydrodynamic loadings, and then the influence of the blade deformation upon the hydrodynamic loadings. We use 
the lifting-surface-theory-based propeller analysis and design codes in solving the hydrodynamic problem, and the 
finite-element-method program formulated with 20-node iso-parametric solid elements for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sponse. The two different hydrodynamic and structural programs are arranged to communicate through the 
carefully-designed interface scheme which leads to the derivation of the geometric parameters such as the pitch, the 
rake and the skew distributions common to both programs. The design of flexible propellers, suitable for 
manufacturing, is shown to perform the required thrust performance when deformed in operation.  Sample design 
shows the fast iteration scheme and the robustness of the design procedure of the flexible propellers. 
Keywords : Flexible propeller(유연 프로펠러), Fluid-structure interactive analysis(유체-구조 반복해석), Lifting surface theory(양력면 이론), 
Vortex lattice method(보오텍스 격자법), 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법) 

1. 서 론
알루미늄 또는 니켈-알루미늄-브론즈(NiAlBr)와 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기존의 프로펠러는 자체의 과도한 중량 때문에 어떤 특
정한 수중 운반체의 추진을 위한 프로펠러로서의 응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복합재(composite material),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와 같은 가볍고 유연한 재질(flexible material)을 사용하여 프로
펠러를 제작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FRP 재질은 흡
음 특성도 좋아 방사소음을 줄여야 하는 프로펠러의 경우에 더욱 
적절한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 재료로 제작된 프로펠러는 구조 강성이 
부족하여 하중을 받을 경우 날개 형상의 변형이 커서 높은 하중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이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유체역학적 성능을 
추정하고, 이 유체역학적 하중에 따라 날개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구조해석방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능력이 향상되어 유탄성 이론을 적용한 유
연 프로펠러의 성능 추정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예를 들어, 

Motley and Young, 2010, Miller et. al, 2012), 국내에서도 Lee, 
et. al.(2009)에 의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역학적 성능해석/프로펠러 설계를 위해서
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계산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
는 Kerwin and Lee(1978)의 양력면 이론(lifting-surface theory, 
Vortex Lattice Method, VLM)에 의한 프로펠러 유체역학적 성능
해석 코드(KPA4), Kim et. al.(1995)의 프로펠러 설계 코드
(KPD4)를 사용하고, 이미 고정밀 구조성능 해석능력이 입증된 
Nho et. al.(2004)의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
을 적용한 구조역학적 성능해석 프로그램(ProSTEC)을 이용하기
로 한다. 

그러나 양력면 이론에 기반한 KPA4 프로그램에서 프로펠러 
날개를 기하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유한요소이론에 기반한 
ProSTEC 프로그램에서 20-절 등방성 파라미터 요소를 기하학
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두 프로그램 사이의 인터페
이스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두 프로그램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원활하게 하는 처
리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유연 프로펠러의 변형을 고려한 설계기
법에 이를 적용하여 변형 후 목표하중을 갖도록 설계 형상을 찾
아가는 절차를 완성하였다. 향후에는 미소한 변형까지도 정확하
게 고려할 수 있는 유체-구조 상호작용 해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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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펠러 기하학
본 연구는 유체역학적 해석 프로그램과 구조해석 코드의 연동

을 통해 변형이 고려된 프로펠러 형상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
다. 해석 코드간의 연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해석 대상의 형상 모델링 정보이다. VLM과 FEM 코드간의 형상 
정보 교환은 ProSTEC에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알고리듬을 위해서 반복수행시 재입력 될 형상정보를 재생성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산화 된 형상 좌
표들로부터 프로펠러 형상 변수들인 피치(Pitch), 레이크(Rake), 
스큐(Skew), 코드 길이(Chord length)를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있다.

Fig. 1 Projected outline(looking upstream, Lee et. al, 2007)

Fig. 1은 프로펠러의 정면 윤곽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축의 (+)방향은 각각 하류방향, 지구 중력반대인 상방
향, 좌현쪽을 가리킨다.  날개 앞날(LE)과 뒷날(TE)를 의미하며 
아래의 식에서는 각각 하첨자  로 표기하기로한다. 정면 윤곽
도에서는 날개 단면 기준점(중앙점)이 프로펠러 기준선인 축과 
이루는 각도인 스큐각 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때 특정 반경
()에서 앞날과 뒷날의 좌표를 알게 되면 앞날과 뒷날이 프로펠
러 기준선과 이루는 각은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스
큐각 은 앞날과 뒷날이 이루는 각의 절반이므로 식 (2)와 같
다. 

Fig. 2 Propeller geometry in  coordinate 
(Lee et. al, 2007)

    tan  
    (1)

 

     (2)

Fig. 2는 특정 반경의 단면을 전개한 모습으로 코드길이 가  
앞날과 뒷날의 직선거리로 나타나며 피치각과 레이크의 크기도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반경()에서 앞날과 뒷날의 좌표를 
알게 되면 식 (1)에 의해 를 구하고 앞날과 뒷날의 축 방향 
거리를 활용해 식(3)과 같이 피치각 를 구할 수 있다.

  tan     
    (3)

레이크의 경우 각 반경에서 프로펠러 기준선으로부터 제작기
준선까지의 축방향 직선거리로 스큐가 없다면 날개 단면 기준점
의 좌표가 그대로 레이크가 된다. 날개 단면 기준점은 스큐의 
영향으로 Fig 2의 tan의 양 만큼 이동하게 되므로 식 (4)
와 같이 날개 단면 기준점의 좌표로 부터 스큐에 의한 방향 
이동량을 빼주면 레이크 를 구할 수 있다.

    tan (4)

3. 설계 알고리듬
설계 조건에 따라 프로펠러의 요구 추력(하중)이 결정되면 양

력면이론에 의한 설계프로그램을 통해 형상 설계가 가능하다. 일
반적으로 프로펠러는 강체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지만 본 연구
는 유연프로펠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중에 의한 
프로펠러의 변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설계 알고리듬은 어떤 특정 반경에서의 날개의 한 면(여기서
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흡입면 한쪽만 보인다)이 유체역학적 
하중에 의해 변형된 형상을 관찰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다. 그림 
1은 목표하중(Target Loading, TL)을 보이는 날개의 한 단면 
가 유체역학적 하중에 의해 변형(상징적으로 날개위에 있는 
점에서의 변형량을 FEM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구하며 로 표기
한다) 되어, 날개 로 변형됨을 보인다. Fig. 1이 날개 특
정부위의   좌표만 보여주고 있지만, 코드방향의 형
상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며, 날개의 변형이 거의 평행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관찰을 근거로 변형을 반대로 
주어, 날개 를 계산하여, 단면 라고 부른다. 우리의 
기대는 프로펠러가 실제 추진력을 낼 때 단면 가 하중을 받
아 단면 로, 또는 단면 와 유사하게 변형하여, 처음의 
목표하중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서 유연 프로펠러가 작동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Fig. 1에서 3개의 곡선이 평행하게 나타나므
로, 날개의 변형을 피치, 레이크, 스큐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으
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기하학적인 형상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고, 안정적인 수렴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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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ction-side of a propeller blade at a particular 
radius, : blade geometry showing the target loading, 
 deformed geometry of Prop under hydrodynamic 
loading, : geometry obtained by  , assumed 
geometry that is hoped to deform close to Prop under 
hydrodynamic loading.

Design Prop with target(optimum) loading

Hydro-Analysis with Prop + 
         FEM-Analysis to get deform. 

Get Prop by Prop - 

Hydro-Analysis with Prop +
         FEM-Analysis to get 

Get Prop by Prop + 

Compare loadings of Prop with Prop

If loadings of Prop and Prop 
         are close, stop
Else
      a) modify pitch, rake, skew, get Prop
      b) go to (4)

Fig. 4 Flexible propeller design algorithm

1) Prop의 기하학적 형상은 목표하중(TL) 성능을 만족하는 
프로펠러로 기존의 형상 설계 프로그램에 의해 구해진다. 

2) Prop는 설계 목표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여 수정되는 형
상으로 설계절차가 완료된 후 제작에 사용될 최종형상이 된다.

3) Prop는 Prop에 유체역학적 해석과 구조강도해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변형된 형상이다.

4) Prop의 유체역학적 작동하중이 Prop와 차이가 허용
치 이상이면, Prop와 Prop의 형상 차이에 의한 형상 
수정량을 Prop에 적용한 후 해석을 반복 수행한다.

5) Prop의 작동하중이 Prop와 동일한 하중을 발생시키
면(즉, 수정량이 허용치보다 적어지면) 설계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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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ometry having the target loading(red, TL geom) and 
geometry for the manufacturing(green, Undeformed design geom) 
and the deformed geometry in operation are compared at three 
different radii.



Fig. 4의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예제 설계를 수행한 일부 과정
이 Fig. 5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에서 설계 추진력을 내는 운전 
상태에서 목표하중을 보일 Prop 날개의 단면을 목표하중형
상(TL geom)으로 표기하고, 그림 3에서 설명하였던 를 적용
하여 구한 Prop의 날개 형상(즉, 제작에 적용할 형상)을 설
계형상(undeformed design geom)으로 표기하였으며, Prop
가 정상추진 운전 중에 변형하여 도달하는 형상을 갖는 프로펠러
를 Prop로 표기하여 보인다. 앞의 Fig. 3에서 보인 것과 유
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3차례의 반
복계산 이후에는 완전히 수렴된 설계 프로펠러 형상 가 얻어
지고, 이때 변형된 형상 가 목표하중을 갖는 와 거의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개의 선택된 반경에서 
 의 관계 만을 보이고 있으나, 변형량은 허브에서 날
개끝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4. 설계 예제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하여 목표하중을 갖는 프로펠러로 스큐가 

비교적 큰 KP069 프로펠러를 재고프로펠러로 선정하여 예제 계
산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 수행에 사용된 재료는 Woven-glass/Epoxy를 참고
하였지만 Young’s modulus를 10GPa로 임의적으로 낮게 입력하
여 변형이 과장되도록 하였다. 실제 값인 29.7GPa을 적용할 경
우 250mm의 프로펠러 모형의 날개 끝에서 직선거리 약 1mm의 
변형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 된다. 작동 하중 역시 프로펠러 효율
이 높은 영역에서 임의로 정하였으며 단독상태에서 계산을 수행
하였다. 해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2에는 목표 하중 상태인 TL geom의 성능과 TL geom
이 작동 중 변형되었을 경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변형 후 추력
과 토크가 약 5%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계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RPM이 상승되어야 하며 효율 감소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로서 유연재질의 프로펠러를 설계하는데 있
어서 날개의 변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TL Prop. KP069
Diameter(mm) 250.0

 0.90
 0.20
RPM 2000

Young's Modulus(GPa) 10.0
Poisson ratio 0.17

Density(kg/m3) 2200.0

Table 1 Principal condition and material properties

  

TL geom 0.202 0.412 0.702
Deformed TL geom 0.192 0.390 0.704

Difference(%) -5.0 -5.4 0.29

Table 2 Comparison of the propeller performance of TL 
geom and deformed TL geom (  )

KPA4를 사용해 추정한 TL geom의 날개 표면에 작용하는 압
력분포를 Fig. 6에 보인다. 여기서 추정된 압력분포와 함께 날개 
형상 정보를 ProSTEC에 전달하면 FEM 해석에 의해 Fig. 7, 8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7, 8은 프로펠러 날개가 운전 중에 유
체역학적 하중을 받아 변형된 모습을 3-차원 그림으로 보인 것
이다. 허브에서 날개 끝까지의 여러 반경위치에서 날개 단면이 
변화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개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Fig. 8은 
여러 반경위치에서 변형량을 표시하여 특히 날개으로 갈수록 변
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변형된 형상은 피치와 레
이크가 감소하는 방향, 스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형됨을 그림
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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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diction of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s

Fig. 7 Comparison of shapes of the deformed (in-operation) 
blade(red) predicted by the present procedure with the 
(manufacturing-ready) design blade(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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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sson ratio = 0.17
Density = 2200.0 kg/m3

Forward

Fig. 8 Blade deformation predicted by the present procedure: 
undeformed design blade(grey) and the deformed blade (red) 
at the design condition.

앞 절에서는 날개 표면의 형상이 변화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보였다. 앞에서 관찰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부터 날개의 가장 중
요한 기하학적 매개변수인 피치, 레이크, 스큐가 도출되고, 반복
계산과정을 통해 수렴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Fig 9~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치, 레이크, 스큐값의 반경 
방향 분포가 3회의 반복 계산만에 아주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유연 프로펠러의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하학적 매개변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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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itch distributions of the propeller having the target 
loading(red circle, TL geom), the design propeller(solid lines) 
and the deformed propeller in operation(dashed lines) are 
compared. The colors green/pink/black in order indicate the 
first/second/third iteration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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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ake distributions of the propeller having the target 
loading(red circle, TL geom), the design propeller(solid lines) and 
the deformed propeller in operation(dashed lines) a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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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kew distributions of the propeller having the target 
loading(red circle, TL geom), the design propeller(solid lines) and 
the deformed propeller in operation(dashed lines) a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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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irculation distributions of the propeller having the 
target loading(red circle, TL geom), the design prop(green, 
solid line) and the deformed propeller in operation(dashed 
lines) are compared.



Fig. 12는 위의 Fig 9~11에서 보는 형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에 대응되는 반경방향 순환의 분포를 보여준다. 기하학적 형상의 
수렴과정과 유사하게 순환분포도 빠르게 수렴해 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빠른 수렴성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확대된 
그림을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최초의 Prop가 변형하였을 때
와 변형하지 않았을 때의 순환의 값이 감소/증가하는 것을 함께 
보였다. 그림으로부터 형상 변화에서 관찰했던 선형 거동(linear 
behavior)이 순환분포의 변화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예제 계산이 사용된 프로펠러의 스큐가 36도로 비교적 큰 
값임에도 불구하고 순환분포가 변화하는 거동이 선형적이라는 
것은 유연 설계 이론이 기본적으로 선형성에 기반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선형 설계이론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유연 프로펠러의 변형을 고려한 설계기법이 개발되었다. 전통

적인 강체 프로펠러 설계이론을 사용해 프로펠러가 설치될 수중 
운반체의 운항조건에 맞는 목표하중을 갖도록 프로펠러를 설계
하고, 유연 프로펠러가 변형 후 목표하중을 갖도록 설계 형상을 
찾아가는 절차를 완성하였다. 프로펠러의 설계 및 성능해석을 위
해서는 양력면-이론에 기반하는 프로그램(KPA4)를 사용하였고, 
날개의 변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한요소-이론에 기반하는 프
로그램(ProSTEC)을 사용하였다. 변형량이 비교적 커도 선형성에 
기반한 현재의 설계 절차가 빠른 수렴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고, 설계 절차가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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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수심에서 부유체의 부가질량계수 추정식 개발
Development of simplified formulae for added mass of a floating body

in a finite water depth

김준동(울산대학교), 최문관(울산대학교), 구원철(울산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선박의 내항 성능 및 부유체의 파랑 중 운동 성능 평가에 중요한 요소인 부가 질량 계수의 천해에서의 변화를 손쉽

게 예측할 수 있는 추정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동유체력 계수인 부가 질량은 감쇠 계수와 더불어 선박 및 해양구조물 형상의 복잡

성과 해저면 영향 등으로 인해 경험식이나 약산식을 통한 계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경계 요소법등을 

통한 복잡한 경계 적분 방정식을 각 형상 및 해저면 조건에 따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

고자, 간단한 형상의 부유체 단면에 대한 해저면 영향을 고려한 부가 질량의 추정식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부가 질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정식의 산정을 위한 기준값을 구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2차원 경계 요소법을 사용하여 

단순 부유체의 부가 질량을 계산하였다. 수심에 따른 부가 질량의 변화를 변수화하여 추정식의 보정값으로 치환하였고, 추정식을

통해 계산된 부가 질량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Added mass(부가 질량), Simplified formulae(단순 추정식), Boundary element method(경계 요소법), Frequency domain(주파수

영역), Floating body(부유체) 

1. 서 론

파랑 중 선박 또는 부유체의 운동 성능 평가 및 해석을 위해서

는 동유체력 계수인 부가 질량(Added mass)과 방사 감쇠 계수

(Radiation damping coefficient)의 정확한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또한 최근 들어 항만이나 운하 등 천해에서의 선박 운항이

나 해양구조물의 빈번한 활동으로 인해, 파 주파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해저면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동유체력 계수의 산정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동유체력 계수의 

정확한 계산은 포텐셜 이론을 이용한 방법으로 Ursell(1948) 및 

Frank(1968)등에 의해 194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동

유체력 계수는 부유체 형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경험식이나 약산

식을 통한 계산은 한계가 있고, 정밀한 해를 얻기 위해서는 주파

수 영역의 경계 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등을 이용하

여 복잡한 경계 적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형상의 부유체 단면에 대해 해저면의 

영향이 고려된 부가 질량 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식을 개발하였

다.

추정식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값을 얻기 위해 2차원 수치 파동 

수조(Numerical wave tank)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2차원 

단순 형상의 부유체에 대한 동유체력 계수를 계산하였다 (Koo 

and Choi,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은 경

계 요소법을 근간으로 경계 적분 방정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

유체 주변의 자유 표면뿐만 아니라, 해저면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계산역역을 비압축성, 비회전성, 비점성의 포텐셜 유

동(Potential flow)으로 간주하고 2차원 수치 파동 수조에서 단순 

형상 부유체에 대한 방사 문제(Radiation problem)를 랭킨소스

(Rankine source)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불투과성 외벽등의 영향으로 인한 부유체의 부가질량 변화에 

대한 연구들 중, Soares et al.(2010)은 복잡한 해저면 형상에 대

한 선체의 동유체력 계수를 구하였고, Shen et al.(2005)는 한쪽 

외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 사각 부유체의 동유체력 계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Vugts(1968)의 실험과 포텐셜 이

론을 바탕으로 한 Ursell(1948)의 수치 계산 결과, 그리고 Lewis 

form 근사치(Vugts, 1968)를 이용한 이론값과 비교하고 해의 타

당성을 입증하였다.

2. 수학적 정식화

해저면 영향에 따른 부가 질량 계수의 추정식 산정을 위한 기

준값을 계산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의 2차원 수치 파동 수조 기법

을 이용하였다. 수치 파동 수조의 유체 계산 영역을 비점성, 비

압축성, 비회전성으로 가정하였고, 계산 영역내 유체의 속도 포

텐셜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유체는 연속 방정식을 만

족하기 때문에 유체 전 영역을 만족하는 지배방정식은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 (식(2))이 된다.

수치 파동 수조의 각 경계면의 경계 조건들을 이용하여 지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2차원 영역에서의 그린 함수(Green 

function) (식(3))를 이용하여 라플라스 방정식을 경계 적분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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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식(4))으로 변화시켰다. 

       (1)

∇    (2)

    (3)

 






 



 (4)

여기서 α는 입체각(solid angle)이며 Ｒ은 각 경계면에서의 소

스(source)점과 필드(field)점 사이의 거리이다. 자유 표면의 경계 

조건(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은 운동학적(kinematic) 

경계 조건과 동역학적(dynamics) 경계 조건에서 시간에 대한 함

수를 제거하고 주파수 영역 계산이 가능하도록 두 식을 통합한 

식(5)을 사용하였으며, 수면 아래의 해저면은 불투과성 경계 조

건을 적용하여 식(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6)

2차원 수치 파동 수조에서 계산 영역 양 끝단의 방사 경계조

건은 식(7)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방사 문제를 통한 부가 질량 계

산을 위해 부유체의 강제 운동 경계조건은 식(8)와 같이 나타내

었다.




  (7)




 ∙   (8)

여기서 Ｓ는 부유체의 표면을 나타내며, V는 부유체를 강제 

진동시키는 속도, n 은 단위 법선벡터,   

은 부유체의 방사 속

도 포텐셜을 나타낸다. 

각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을, 경계면 이산화에 따른 행렬식

으로 변환시킨 경계 적분 방정식(식(4))에 대입하여 유체 방사 문

제(radiation problem)를 풀어서 다음과 같은 유체 동역학적 계수

를 얻을 수 있다.






 (9)

  


 (10)

여기서, j는 부유체의 각 운동모드를 나타내며 는 경계 적분 

방정식의 각 부유체 표면의 해인 방사 속도 포텐셜이다. 는 적

분방정식의 가속도에 비례하는 실수 영역으로 부가 질량(added 

mass)계수이며, 는 속도에 비례하는 허수 영역으로 방사 감쇠

(radiation damping)계수이다.

Fig. 1 Computational domain for rectangular body in the 

numerical wave tank

본 연구에서는 경계 요소법을 바탕으로 2차원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을 이용하여 2차원의 단순 형상 부유체의 동유체력 계수를 

계산하고, 이를 부가 질량 계수 추정식의 기준값으로 사용하였

다. 이를 통해 심해(h/T=30, 여기서 h는 수심, T는 부유체 흘수)

에서의 부가질량 계수와 해저면 영향이 큰 천해에서의 부가 질량 

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 계수를 구하였다. 이 때, 적용한 

부유체의 형상은 폭(B)과 흘수(T)의 비를 활용하여 표현하였으

며, 수심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심(h)과 흘수(T)의 비를 활

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단순 형상 부유체가 포함된 2차원 수

치 파동 수조의 계산 영역을 Fig. 1에 나타내었다.

3. 부가 질량 계수 추정식

3.1 부가 질량 계수와 방사 감쇠 계수 계산

해저면의 영향이 큰 천해에서의 부가 질량 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추정식의 기준값을 얻기 위해, 주파수 영역의 2차원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을 이용하여 단순 사각형 형상 부유체의 수직 운

동에 의한 부가 질량 계수와 방사 감쇠 계수를 각 조건에 따라 

계산하였다.

Fig. 2에서 부가 질량 계수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대체로 일정

한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주파수 영역에서 해저면의 

영향이 적은 심해(h/T=30)의 경우와 비교하여 해저면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는 동안에는 부가 질량 계수 변화가 크지 

않지만(h/T=3), 최소 수심의 조건 (h/T=1.5)에서는 계수가 급격

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가 질량 계수 변화에 대한 해

저면의 영향이 천해에서 급격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방



사 감쇠 계수의 경우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심해(h/T=30) 조건의 사각

형 부유체의 부가 질량 계수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수심 대 흘수

비(h/T)와 형상 폭과 흘수비(B/T)에 따른 부가 질량 계수의 변화

량을 이용하여 간단한 부가 질량 계수 추정식을 구하였다.

Fig. 2 Heave added mass of rectangular body with B/T=2

Fig. 3 Heave damping coefficient of rectangular body with 

B/T=2 

3.2 부가 질량 계수 추정식

고주파수 영역에서 수심비와 부체 형상비에 따른 2차원 사각

형 부유체의 수직 방향(heave)의 부가 질량 계수를  예측하기 위

해, 심해 수심(h/T=30)에서의 부가 질량 계수 값을 기본값으로 

하여 간단한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심해(h/T=30)에서의 부가 질량 계수를 2차원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을 통해 계산한 후, 이를 평탄 해저면의 영향이 존재하는 천

해에서의 부가 질량 계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물 각 표

면과 수평 해저면의 상대적 수직거리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계수

화하였다. 

식 (11)는 심해에서의 부가 질량 값에 해저면 영향 계수 β

(Bottom Effect Factor, BEF)와 보정 계수 α(correction factor)

를 대입하여 천해에서의 부가 질량을 나타내었다 (Koo and Kim, 

2012). 

  ×



× (11)

이 때, mas는 천해에서의 부가 질량이며, mad는 심해에서의 부

가 질량을 나타낸다. 또한, 해저면 영향 계수 β는 부유체의 형상

과 해저면의 상대적 수직 거리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βs는 천

해에서의 상대적 수직 거리 관계를 표현한 것이며, βd는 심해에

서의 상대적 수직 거리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때, β는 식(12)

과 같이 나타내었다 (Koo and Kim, 2012). 

  
  



 ∙



(12)

여기서 부유체 표면을 요소로 분할하여 각 노드에서 z축 방향

의 성분을 nz로, 각 노드 간격을 dl로 나타내었다. 또한 부유체 

표면의 각 노드점에서 평탄 해저면까지의 거리를 lb라고 나타낸

다. 위와 같은 식을 이용하면 부유체의 형상과 평탄 해저면과의 

상대적 거리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위의 식 (11)에서 부유체의 흘수 및 폭과 수심과의 관계

를 나타내는 보정 계수 α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한 수심에서

의 부가 질량과 특정 수심에서의 부가 질량 값의 상대적 차이를 

보간식으로 구할 수 있다.

3.3 보정 계수 계산

천해에서의 부가 질량을 추정하는 약산식(식(11))의 보정 계수 

α의 계산을 위해서, 2차원 수치 파동 수조를 이용하여 사각형 부

유체의 부가 질량을 수심(h)과 부유체 흘수(T) 비에 따라서, 또한 

부유체 폭(B)과 흘수(T)의 비에 따라서 계산하여 각 보정 계수 α

값의 관계를 보간식으로 나타내었다.

심해에서의 부가 질량 기준값을 통해 수심 대 흘수비(h/T)가 7

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h/T가 7보다 작은 경우와 h/T가 7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 표현하였다(식(13)과 식(14)) (Koo and Kim, 

2012). 

   ≤ 

  
 


 




 


(13)

    

   



 




 


(14)

여기서    ,    이며 각 변수 (C and D)는 아

래 표와 같다.



Table 1. Coefficients of correction factor

C1 0.2996 D1 0.751

C2 0.2018 D2 0.02611

C3 0.02632 D3 0.02327

C4 0.002935 D4 -0.0005682

C5 -0.07615 D5 -0.002324

C6 0.04927 D6 -0.0006865

C7 0.00006151 D7 0.00002714

C8 -0.0006358 D8 -0.000003571

C9 0.007258 D9 0.0000655

C10 -0.005998 D10 0.000003566

Fig. 4 Comparison of added mass coefficients of numerical 

calculation (lines) with those of simplified formular 

(symbols) in case of ≤  and     .

Fig. 5 Comparison of added mass coefficients of numerical 

calculation (lines) with those of simplified formular 

(symbols) in case of   and     .

4. 결과 및 분석

개발된 부가 질량 추정식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정식

을 이용한 부가 질량을 경계 요소법(BEM)을 기반으로 한 2차원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을 이용한 계산 결과를 Fig. 4와 Fig. 5에서 

비교하였다. Fig. 4는 수심 대 흘수비가 7 이하일 때의 비교 결

과이고 Fig. 5은 수심 대 흘수비가 7 이상인 경우의 비교이다. 

두 결과 모두 추정식을 통한 부가 질량의 값이 대체로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선박의 내항성능 및 부유체의 파랑중 운동 성능평가에 중요한

요소인 동유체력 계수의 간편한 계산을 위해, 간단한 형상의 부

유체 단면에 대한 해저면의 영향을 고려한 부가질량 계수의 추정

식을 개발하였다. 추정식 산정을 위한 부가질량의 기준값을 정하

기 위해 2차원 주파수영역의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을 이용하였다. 

구조물 각 표면과 수평 해저면의 상대적 수직거리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계수화 하였고, 무한 수심의 부가 질량과 특정 수심에서

의 부가 질량 값의 상대적 차이를 보간식으로 구하였다. 이를 통

해 고주파수 영역에서 수심 대 흘수비가 7 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의 두 가지 추정식을 개발하고, 추정식을 통한 계수의 정확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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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력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서, 입사된 파에 의하여 10개의 암의 상대운동을 계측하여

발전시스템이 얻을 수 있는 최대 동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파력발전 시스템은 주기가 짧을수록 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Wave Energy Generation System(파력발전 시스템), Wave Force(파력)  

 

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 파력에너지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에 폭넓게 분포하므로 가용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특별한 연료 없이 반영구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기상변화에 관계없이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파력에너지를 이용하고자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한 

파력발전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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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반면 파랑하중을 구조물이 그대로 견디게 

되므로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고정식 

파력발전장치는 설치장소가 수심이 얕은 근해로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보다 큰 환경하중에 노출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최근에는 부유식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 Pelamis wave power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시험 운행 중이며 단위구조물의 길이는 120m, 

직경 3.5m, 출력은 750kW급으로 알려져 있다.  

 파력발전 장치에 대한 연구는 구조물의 형태나 

설계단계에 따라 여러 방법들이 이용되어 왔다. 경조현 

외(2006)은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에너지 

흡수효율을 포텐셜 유동기반의 국소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한 바 있다. 또한 부유식 BBDB형 진동수주 

파력발전장치에 대해서 김진하 외(2006)는 포텐셜 유동 

기반의 경계요소법 을 적용하여 파랑 중 운동 및 

파랑표류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수치해석으로는 양동순과 

조병학(2009)이 Lagrange방정식을 이용하여 간단한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변 수주진동장치의 

유효성을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의 파력발전기는 가동 물체형 타입이 변형된 

형태로서, 직접적인 기계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파력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시스템은 

입사파와의 상대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파랑하중을 줄일 수 있지만, 목표로 하는 파주기에서 발전 

효율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형상인자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위상제어 

운전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시스템 모형을 제작하고 실험을 통하여 주어진 

입사파랑에 대해 파력발전기의 응답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안정성 분석 및 거동 특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파 에너지 

 

일반적으로 해상의 파도를 선형 파 이론으로 간주할 때 

파의 주기 T 는 파장 λ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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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L : wavelength (m), g = 9.81m/s2  
 

또한 한 파장의 선형 파가 갖고 있는 단위 폭 당 

동력(power 또는 energy flux)은 다음과 같다(k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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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의 variance를 ( )
22 2

0

1

2
n

m n n aσ= = − = 이라고 할 

때 유의파고는
0 0

4
m

H m=
 이므로 한 파장의 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0

2 2

0

1 1

2 16
m

E ga gm gHρ ρ ρ= = =
가 된다. 

이 관계는 불규칙 파의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한 파장의 

불규칙 파가 갖고 있는 energy flux는 무한수심의 경우 아래 

식 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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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는 주요지역의 파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Fig. 1 Approximate global distribution of wave 

power levels (kW/m) T. W. Thorpe, ETSU, 

November 1999 

 

3. 모형시험 

 

Fig. 2에는 부유식 파력발전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스템의 중앙에 위치한 Ballast tank에는 총 10개의 

모멘트 팔(ARM)과 부력탱크(Buoyancy tank)가 설치되어 

있으며, Ballast tank의 상단에 설치된 모멘트 팔의 회전부를 

통하여 발전시스템에 연결된다. 

 
Fig. 2 Wave energy generation system 

축척비는 부유식 파력발전 시스템 모형의 축척비는 

실험여건을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이 16.667 : 1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모형 파력발전 시스템의 바깥 직경은 

1.06m, 부력탱크의 직경은 0.12m가 되며, 각 Ballast 

tank의 직경은 0.26m로 동일하다. 

모형제작은 ballast tank는 우레탄 판을 적층한 후NC를 

이용하여 정밀 가공하고, Arm은 아크릴 판을 NC가공하여 

제작하였으며 부력탱크는 외주 제작하였다. 센서 base, 

지지대 및 모멘트 암의 최대 회전각도 제한장치는 각각 

아크릴, 알루미늄 판, 그리고 SUS wire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모멘트 팔과 부력 탱크는 ballast tank 에 설치된 회전축을 

통하여 내부의 발전시스템에 연결된다. 따라서 발전시스템에 

전달되는 회전 토크의 크기는 두 부분의 무게중심의 위치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서 무게와 그 중심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 때 

모멘트 팔의 무게는 260kg 이고 부력 탱크의 무게는 

742kg으로 계산되어 부력탱크 안에 이에 상응한 무게 추를 

삽입하였다.     

 

 
Fig. 3 Wave energy generation system model 



3.1 파력발전 모형 및 모형시험 방법 

 

시험수조: 파력발전 시스템의 모형시험은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길이×폭×깊이가 각각 75m×5m×2.7m인 

인하대학교 선형시험 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조파장치: Fig. 4에 보인 플런저 형 조파장치를 이용하여 

규칙 파를 생성하였다. 파고범위는 0.05~0.13m이며 모형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소파장치에 의해 소멸된다.  

 
Fig. 4 Wave maker 

계측방법: 조파장치에 의해 생성된 규칙 파의 특성은 

모형장치의 상류에서 용량식 파고계에 의해 계측되며, 

ballast tank 와 각 Arm의 상대운동은 10개의 포텐쇼 

미터(potentiometer)에 의해 계측된다. 이 때 각 센서는 

수중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실리콘을 이용하여 

방수처리 하였다. 

모형설치: Ballast tank 바닥 면에는 시험조건에 따른 침수 

깊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게 추를 부착하였으며 이 때 설치된 

추의 무게는 CASE A와 B의 경우 각각 0.5kg과 3kg이다. 

또한 모형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Fig. 5과 같이 직경 

1mm인 wire를 이용하여 수조의 바닥 면에 고정된 weight와 

연결하였다. 

 

 
Fig. 5 Model test configuration 

자료취득 시스템: 10개의 모멘트 팔의 상대운동을 

계측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취득 장치는 NI사의 

PCI-6024E와 USB-6009 DAQ(Data Acquistion) card이며, 

모멘트 팔의 회전운동을 정밀하게 계측하기 위해 초당 

1000개의 데이터를 계측하도록 구성하였다. 모멘트 팔의 

회전운동은BOURNS사의 6639 포텐쇼미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조파기에서 생성된 규칙 파의 특성을 Fig. 6에서 볼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실험조건에서 파력발전 시스템 모형에 

입사하는 규칙 파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H=0.062m, T=0.982sec 

 

4. 결 론 

 

부유식 파력발전 시스템의 1/16.667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파고와 주기를 달리한 파를 입사하여 이에 따른 

파력발전기의 유체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장이 짧을수록 상대운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를  더욱 많이 흡수 할 수 있을 것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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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est of Floating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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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shortage have been serious all over the world,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developing renewable energies which do not release pollutants. Interest in wind energy of 

those has been higher and developed more than others. Because of insufficient space to install wind turbines on land,

however, we have considered to install those on the ocean which doesn’t worry about space and, by extension, on

deep sea which wind turbines could receive more strong wind on. Under these circumsta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loating wind turbines have been in progress. Especially, NREL designed 5MW floating wind turbine 

which called as OC3-Hywind system. 

In this study, we designed three New OC3-Hywind systems which could have better motions by changing the shape

of platform of OC3-Hywind system by NREL and confirmed the motions through model test. Depending on positions

of a damper which can change center of buoyancy, we named those three models M1, M2 and M3.

Keywords : OC3-hywind system, New OC3-hywind system, Model 1(M1), Model2(M2), Model3(M3), Model test(모형 시험)

1. 서 론

최근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석유를 

포함한 각종 연료비의 상승 등으로 에너지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

지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으며, 특히 바람을 이

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은 끊임없는 기술적 진전을 보

이며 현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육상의 공간적 

한계와 소음 등의 각종 문제로 인하여 풍력발전기는 해상으로 옮

겨 가고 있는 추세이며, 나아가 풍력 발전에 더욱 유리한 바람과 

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심해에서의 풍력 발전이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심해에서 설치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는 OC3-hywind system 이

라는 5-MW의 풍력발전기를 설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NREL에서 설계한 기존의 OC3-hywind system

의 플랫폼 부 형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동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New OC3-hywind system의 운동성능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를 기존의 OC3-hywind 

system의 운동성능과 비교하였다. New OC3-hywind system은 

기존의 OC3-hywind system의 플랫폼 부에 새롭게 추가 된 

Damper(실린더 형상의 부력 보조장치)의 위치에 따라 3가지 모

델로 나뉘며, 이를 M1, M2 그리고 M3 라고 명 하였다. 모형시험

은 1:128의 상사비를 갖는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시험조건에서 

수행되었고, 모형시험 조건은 규칙파 및 불규칙파, 정상풍의 유

무, 로터의 회전 유무로 분류 된다. 

2. 모형 시험

2.1 시험 개요

New OC3-hywind system의 운동성능 평가를 위한 모형시험

을 울산대학교 해양공학광폭수조(30m x 20m x 2.5m)에서 수행

하였다. New OC3-hywind system은 기존의 OC3-hywind 

system의 플랫폼 부에 위치변화가 가능한 실린더 형상의 부력 

보조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형상변화에 따른 운동의 변화를 비교, 

검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플랫폼 부 형상의 변화에 의한 차이

를 제외한 풍력발전기의 제원은 기존의 OC3-hywind system과 

같다. New OC3-hywind system은 수선 면으로부터 부력 보조장

치까지의 거리에 따라 Model M1와 M2, M3로 나뉜다.  시험 모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Run

Full scale Model test　

Freq.
Wave 

height
Freq.

Wave 

height

rad/s m rad/s m

1 0.9 2.56 10.15 0.02

2 0.67 2.56 7.55 0.02

3 0.63 2.56 7.11 0.02

4 0.52 2.56 5.92 0.02

5 0.45 2.56 5.08 0.02

6 0.37 2.56 4.18 0.02

7 0.3 2.56 3.39 0.02

8 0.26 2.56 2.96 0.02

9 0.24 2.56 2.73 0.02

10 0.22 2.56 2.54 0.02

11 0.21 2.56 2.37 0.02

12 0.2 2.56 2.22 0.02

13 0.18 2.56 2.09 0.02

Run

Full scale Model test

Freq.
Wave 

height

Wind 

speed
Freq.

Wave 

height

Wind 

speed

rad/s m m/s rad/s m m/s

1 0.9 2.56 11.4 10.15 0.02 1.007

2 0.67 2.56 11.4 7.55 0.02 1.007

3 0.63 2.56 11.4 7.11 0.02 1.007

4 0.52 2.56 11.4 5.92 0.02 1.007

5 0.45 2.56 11.4 5.08 0.02 1.007

6 0.37 2.56 11.4 4.18 0.02 1.007

7 0.3 2.56 11.4 3.39 0.02 1.007

8 0.26 2.56 11.4 2.96 0.02 1.007

9 0.24 2.56 11.4 2.73 0.02 1.007

10 0.22 2.56 11.4 2.54 0.02 1.007

11 0.21 2.56 11.4 2.37 0.02 1.007

12 0.2 2.56 11.4 2.22 0.02 1.007

13 0.18 2.56 11.4 2.09 0.02 1.007

Run

(Sea 

state)

Full scale Model

Tp Hs Tp Hs

s m s m

1(5) 9.7 3.66 0.857 0.029

2(6) 11.3 5.49 0.999 0.043

3(7) 13.6 9.14 1.202 0.071

4(8) 17 15.24 1.503 0.119

Run
Freq.

Wave 

height

Wind 

speed

Rotor 

speed

rad/s m m/s rpm

Full scale

1 0.9 2.56 11.4 12.1

2 0.67 2.56 11.4 12.1

3 0.63 2.56 11.4 12.1

4 0.52 2.56 11.4 12.1

5 0.45 2.56 11.4 12.1

6 0.37 2.56 11.4 12.1

7 0.3 2.56 11.4 12.1

8 0.26 2.56 11.4 12.1

9 0.24 2.56 11.4 12.1

10 0.22 2.56 11.4 12.1

11 0.21 2.56 11.4 12.1

12 0.2 2.56 11.4 12.1

13 0.18 2.56 11.4 12.1

Model test

1 10.15 0.02 1.007 136.7

2 7.55 0.02 1.007 136.7

3 7.11 0.02 1.007 136.7

4 5.92 0.02 1.007 136.7

5 5.08 0.02 1.007 136.7

6 4.18 0.02 1.007 136.7

7 3.39 0.02 1.007 136.7

8 2.96 0.02 1.007 136.7

9 2.73 0.02 1.007 136.7

10 2.54 0.02 1.007 136.7

11 2.37 0.02 1.007 136.7

12 2.22 0.02 1.007 136.7

13 2.09 0.02 1.007 136.7

형은 1:128의 상사비로 제작되었으며, 무게중심 및 관성반경은 

모델링 프로그램인 CATI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1 Platform of New OC3-hywind system

2.2 모형 시험 조건

모형 시험 조건은 LC1에서 LC6까지 크게 6가지로 나뉘며 각

각의 경우를 Tables 1~6에 나타내었다. 또한 운동 시험에 앞서 

시험 조건인 입사파 및 바람, 로터의 회전 RPM을 검증하였다. 

Table 1 LC1, only regular waves

 

Table 2 LC2, Regular Waves and Wind (Fixed Rotor)

Table 3 LC3, Regular Waves, Wind and Rotating Rotor

Table 4 LC4, Only Irregular Waves 



Run

(Sea 

state)

Full scale Model
Tp Hs wind

RPM
Tp Hs wind

RPM
s m m/s s m m/s

1(5) 9.7 3.66 11.4 12.1 0.857 0.029 1.007 135.7
2(6) 11.3 5.49 11.4 12.1 0.999 0.043 1.007 135.7
3(7) 13.6 9.14 11.4 12.1 1.202 0.071 1.007 135.7
4(8) 17 15.24 11.4 12.1 1.503 0.119 1.007 135.7

Table 5 LC5, Irregular Waves and Wind (Fixed Rotor)

Run

(Sea 

state)

Full scale Model

Tp Hs wind Tp Hs wind

s m m/s s m m/s

1(5) 9.7 3.66 11.4 0.857 0.029 1.007

2(6) 11.3 5.49 11.4 0.999 0.043 1.007

3(7) 13.6 9.14 11.4 1.202 0.071 1.007

4(8) 17 15.24 11.4 1.503 0.119 1.007

Table 6 LC6, Irregular Waves, Wind and Rotating Rotor 

3. 모형 시험 결과 

3.1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

Fig. 2는 LC1에서의 Surge RAO를 보여주며, 오직 Regular 

wave만 존재하는 경우이며, M3 모델이 Original 모델보다 더 작

은 값을 보인다. 

Fig. 2 Surge RAO in LC1 (only regular wave)

Fig. 3은 LC2에서의 Surge RAO를 보여주며, Regular wave에 

Wind를 더한 경우로서, 여기서 Rotor는 움직이지 않는 Fixed상

태이다. M1~3 모델이 Original 모델보다 더 작은 값을 보인다. 

Fig. 3 Surge RAO in LC2 (regular wave, wind, fixed rotor)

Fig. 4는 LC3에서 Surge RAO를 보여주며, Regular wave에 

Wind를 더한 경우로서, 여기서 Rotor는  Rotating상태이다. SM3 

모델이 Original 모델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보인다.

Fig. 4 Surge RAO in LC3 (regular wave, wind, rotating 

rotor)

3.2 Significant motion

Fig. 5는 LC4에서 Surge Significant Height(Hs)를 보여주며, 

오직 Irregular wave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M1~3 모델의 값이 

Original 모델의 값에 비해 작으며, 그 중 M3 모델의 값이 가장 

작다. 

Fig. 5 Surge Hs in LC4 (only irregular wave)

Fig. 6은 LC5에서의 Surge Significant Height(Hs)를 보여주

며, Irregular wave에 Wind를 더한 경우로서, 여기서 Rotor는 움

직이지 않는 Fixed상태이며, 모든 모델이 비슷한 값을 보였다. 

Fig. 6 Surge Hs in LC5 (irregular wave, wind, fixed rotor)

Fig. 7는 LC6에서의 Surge Significant Height(Hs)를 보여주

며, Irregular wave에 Wind를 더한 경우로서, 여기서 Rotor는 



Rotating상태이다. M1~3모델의 응답이 Original 모델보다 작았

다. Sea State 5~7에서는 M1, M2 모델의 응답이 가장 작았고 

Sea State 8에서는 M3 model의 응답이 가장 작았다. 

Fig. 7 Surge Hs in LC6 (irregular wave, wind, rotating 

rotor)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par 형인 OC3-hywind system의 플랫폼부에 

실린더 형상의 부력 보조장치(Damper)를 추가하고, 그 위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풍력 발전기가 가지는 운동성능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New OC3-hywind system 모델 M1와 M2, M3가 기존 

OC3-hywind system 모델 보다 대체로 더 좋은 운동성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모델 M3은 대부분의 Load 

case에서 다른 모델들 보다 운동성능이 뛰어났고,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 복원성능 측면에서, 각각의 모델은 무게중심의 위치 변화가 

거의 없고, 부심의 위치가 가장 낮은 M3가 다른 모델에 비해 복

원팔 GZ가 가장 크므로 복원성능이 가장 뛰어날 것이다.

- 운동성능 측면에서, New OC3-hywind system 모델의 실린

더형 부력 보조장치(Damper)가 Spar 형인 원래의 OC3-hywind 

system 보다 유체 유동을 더욱 크게 야기하여, Added mass를 

증가시킴으로써 운동 주기가 커지게 되고, Eddy flow 등의 발생

으로 Viscous damping을 크게 하여 운동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풍력발전기의 플랫폼 부 형상 변화에 기인한 

여러 Parameter들의 변화가 풍력발전기의 운동성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확인 하였으며, 향후 Spar 타입의 풍력

발전기 설계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린더 형상의 부력 보조장

치가 구조물의 운동성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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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체 주위의 유동계측 자료는 전산유체역학 결과의 검증용 자료로서의 역할과 난

류유동특성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최근 유동장을 교란하지 않고 한 번에 수천에서 수만 점의 유속을 동시에 측정 가

능한 입자영상유속계가 각광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미소한 공간구조를 갖

는 선미부분의 난류유동을 규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저속비대선형인 KVLCC2 모형선

의 후류를 계측하였다. 유동계측은 저항 및 자항상태에서 몇 가지 횡단면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프로펠러 근방의 계측단면의 경우 입체입자영상유속계와 프로펠러의 

회전을 동기화시켜 위상평균유동장을 계측하였다. 계측결과로부터 선미유동장의 국

부유동특성 및 프로펠러 회전의 유동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프로펠러의 특

정 회전각 위치에서의 유동현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입체입자영상유속계의 이미지 

해석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예인수조에서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유동계측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Key words: Stereoscopic PIV(입체입자영상유속계), KVLCC2, Flow field 

measurement(유동장 계측), Self-propulsion condition(자항상태), Phase-averaged flow 

field(위상평균유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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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NG상사모형의 축척효과에 대한 연구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철희, 반석호, 김광수, 김유철, 김 진 

한국해양연구원

Study on the Scale Effect of the KLNG Geosim Models 

Haeseong Ahn, Young-Yeon Lee, Seunghyun Hwang, Cheol Hee Kim,

Kwangsoo Kim, Yu Cheol Kim, Jin Kim, Suak Ho Van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ORDI

Abstract

The model-ship correlation and extrapolation method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the accurate powering performance prediction of full scale 

vessels. KORDI has performed a series of geosim test in the towing tank 

to enhance the accuracy of existing extrapolation method. KVLCC and 

KCS were tested and their scale effect on the form factors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KLNG is selected, which is the mixed full-form 

with high-speed commercial vessels. Four different scaled model-ships for 

each hull form were manufactured and resistance test were performed. 

CFD computation were also performed for the corresponding scales. 

Resistance characteristics and form factor were analyzed based on the 

ITTC 1957 model-ship correlation line and ATTC friction line to 

investigate the scale effect on the form factor. Resistance coefficients and 

form factors with different friction line and different method will be 

presented. Also the resistance characteristics for full scale ship based on 

the so called 2-dimensional and 3-dimensional methods from different 

scaled model-ships will be compared. 

※Keywords: 기하학적 상사모형(Geosim model), 형상계수(form factor), 축

척효과(scale effect), 저항시험(resistance test), 모형선-실선 상관 관계

(model-ship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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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 해석법에 따른 산적화물선의 실선성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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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Scale Performance Prediction for series of Bulk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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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광폭선, 비대선 등 기존 설계개념을 벗어나는 선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선형의 모형시험 해석결과는 기존의 모형시험 해석결과와 상이한 경향을 보이

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및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

적화물선을 기준선형으로 선정하여 해석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석에 사용

된 자료는 당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18 척의 산적화물선 시험결과를 선

정하였으며, 선형은 재화중량에 따라서 5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2~4

척의 모형선을 선정하였다. 

  모형시험을 통한 실선성능 추정은 ITTC 1978 모형시험법이 근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해석법을 적용하는 모형시험수조에 따라 2 차원 외삽법과 3 차원 외삽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 연구소는 2 차원 외삽법을 기준 해석법으로 하여 실선성능 해석

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적화물선과 같은 비대선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2 차원 결과와 동일한 추정결과를 가지는 3 차원 해석법을 적용할 때 저항성분과 

자항요소를 비교분석 하였다. 형상계수는 모형시험결과와 CFD 해석결과로부터 

Prohaska 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형상계수에 따른 실선성능 추정을 

수행하였다. 2 차원 외삽법과 3 차원 외삽법이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마력수정계

수(Cp)와 회전수 수정계수(CN)를 도출하고, 흘수에 따른 영향도 비교하였다. 

※Key words: Full scale performance prediction(실선성능추정), 2 dimensional method(2

차원 외삽법), 3 dimensional method(3 차원 외삽법),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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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피트급 고속 탐소섬유 레저보트 저항특성에 관한 연구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량탄소섬유(CFRP)를 이용한 50피트급 고속 모터보트의 저항성능

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CFRP 소재의 보트는 기존의 FRP 보트에 비하여 선체 중량이 가벼운 관계로 흘수가 낮고, 따

라서 고속선에서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챠인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 본 모형시험을 통하여 챠인의 위치가 저항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최적선형 개발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CFRP(경량탄소섬유), Leisure boat(레저보트), Resistance performance(저항성능), Model test(모형시험)

1. 서 론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

원에 힘입어, 대중화를 위한 고속 레저보트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우철 등(2004)은 Niwa(2002)가 제

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총톤수 3톤, 30노트급 연안용 레저

보트의 초기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

석하였고, 반석호와 김상현(2002)은 보급형 모터보트 설계를, 

박충환 등(2004)은 고속 레저선에서 Spray strip의 역할을 모

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우철 등(2008)은 해외 

실적선 80여척을 분석하여 초기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제원 추정식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형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

히 50피트급 이상의 크루즈용 모터보트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유명 메이커에 비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

한 관계로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량

탄소섬유(CFRP)를 이용한 50피트급 고속 모터보트의 저항성능

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CFRP 소재의 보트는 기존의 

FRP 보트에 비하여 선체 중량이 가벼운 관계로 흘수가 낮고, 따

라서 고속선에서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챠인의 위치가 변

하게 된다. 본 모형시험을 통하여 이러한 챠인의 위치가 저항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최적선형 개발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모형시험

2.1 시험선형

본 시험선형의 주요제원과 선체형상은 각각 Table 1 및 Fig.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Item 주요치수

Lpp 12.00m

B 4.56m

D 2.00m

d 0.81m

Displacement 16.24ton

Fig. 1 Bod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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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레저보트는 경량탄소섬유(CFRP)를 소재로 한 관계로, 기

존의 FRP 보트에 비하여 선체중량이 가볍다. 따라서 흘수가 낮

고 선저경사각이 다소 큰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단면 형상과 

선저경사각은 저항성능뿐 아니라 자세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

친다. Kihara & Ishii(1986)의 파랑 중 모형시험결과에 따르면 선

저 경사각이 커질수록 파랑 중 선수 상하 가속도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이지만, 이 각이 커지면 추진효율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최대 30
o

가 넘지 않도록 하고, 15°~25° 정도를 제안

하고 있다. 본 레저보트는 23° 정도로 다소 큰 값을 가지며, 단

면형상은 직선형 단면이다.

활주성능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종방향 중심위치는 

Niwa(2002),  Clement(2004)가 제안한 선미단에서 수선길이의 

40% 정도이다.

활주선의 챠인(chine)은 고속에서 선체로부터 파도의 분리를 

촉진시켜 충격 가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선수

부 챠인의 위치는 활주 시 트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선박의 경우, 선저경사각이 다소 큰 관계로 선수부 챠인도 그에 

따라 다소 높게 위치하고 있다. 선수부 6 station 앞쪽 챠인이 수

면 상부에 노출되어 있다.

Spray strip은 고속에서의 저항감소와 파인딩 시 충격하중 감

소, 운동성능 개선에 그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거의 모든 활주선

에 이를 부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초기 성능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관계로 Spray strip은 부착하지 않았다. 

2.2 시험조건

모형시험은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 고속회류수조에서 다음 

Table 2와 같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16노트에서 38노트 범위

에서 수행하였다.

Table 2 Test conditions

Test case Remarks

Case-1 d=0.81m, ▽=16.24ton, even trim

Case-2 Initial trim 3.8°

Case-3 d=1.1m, ▽=28.69ton, even trim

위의 Table 1에서 Case-1은 Design condition이고, Case-2

는 트림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강제로 초기트림을 부여한 경

우이다. Case-3은 본 개발선의 선수부 챠인이 수면 상부에 위치

하고 있어, 챠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약 8.5 station까지 챠인이 수면 하부에 위치하도록 흘수를 임의

로 증가시켜(배수량 증가) 챠인 위치가 저항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한 경우이다.

2.3 시험결과

고속선 저항성능의 주요한 성능지표인 배수량 톤 당 저항값

(Rt/▽)과 트림 및 침하량을 Fig. 2~Fig. 4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파형은 Fig. 5~Fig. 7에 나타내었

다.

Fig. 2 Comparison of Rt/▽

Fig. 3 Comparison of trim angle

Fig. 4 Comparison of sinkage at midship



 

V=18knots, Fn=0.854

 

V=24knots, Fn=1.139

 

V=32knots, Fn=1.518

 

V=38knots, Fn=1.803

Fig. 5 Wave patterns for Case-1 

 

V=18knots, Fn=0.854

 

V=24knots, Fn=1.139

 

V=32knots, Fn=1.518

 

V=38knots, Fn=1.803

Fig. 7 Wave patterns for Case-2



V=18knots, Fn=0.854

V=24knots, Fn=1.139

V=32knots, Fn=1.518

V=38knots, Fn=1.803

Fig. 6 Wave patterns for Case-3

Design condition(Case-1)에서 전속도 영역에 걸쳐 트림각은 

약 3~4도 정도로 자세변화가 거의 없고 안정적이다. 그러나 고

속선의 주요한 성능지표인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은 

Case-2와 Case-3에 비하여 25노트 이하에서는 비교적 우수하

나, 속도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

는 일반적인 고속선과 달리 25노트 이하에서는 트림 발생량이 

작은 관계로 선미파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고, 고속 영역에서

는 선체가 잘 부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Case-3의 경우, 배수량

이 Case-1에 비하여 약 75% 무거워 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영

역에서 파형이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선체 부상량이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Case-1과 Case-2를 비교해 보면, 즉, Design condition에서 초

기트림을 부여하여 초기트림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25노트 부근까

지는 과도한 선미트림으로 선미파가 크게 발생하여 저항성능이 나

쁜 경향을 보이나, 속도가 증가하면서 트림이 줄어들면서 선체가 

부상하고, 전반적인 저항성능이 양호해 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수부 챠인의 위치와 초기트림은 항주트림

을 변화시켜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보트의 선형수정 방향은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이 

우수한 Case-3과 같은 항주자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수부 챠인

위치를 약 8Station 정도까지 수면하부에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

량탄소섬유(CFRP)를 이용한 50피트급 고속 모터보트의 저항성

능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선수부 챠인의 위치와 초기

트림이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모형시험결과를 토대로 선형수정이 이루어지고, 개선된 선형

에 대한 추가적인 모형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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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 모터보트의 선미트림은 고속에서의 안정된 활주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선미트림이 과도하게 되면 큰 선미파가 발생하고,

저항성능이 나빠질 뿐 아니라 선수에 파랑이 작용할 경우 전복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중속 영역에서 과

도한 선미트림을 억제하면서 고속에서 안정된 활주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핀(Fin) 개발을 위한 모형시험 결과를 언급하였다. 대상

선형은 28피트급 고속 레저보트이고, 선미 수선면 상부에 부착한 소형 Fin에 의하여 저중속 영역에서 선미트림을 억제하면서 고

속에서는 안정된 활주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Planning boat(활주선), Fin(핀), Trim control(트림제어), Model Test(모형시험), 저항성능(Resistance performance)

1. 서 론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

원에 힘입어, 대중화를 위한 고속 레저보트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우철 등(2004)은 Niwa(2002)가 제

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총톤수 3톤, 30노트급 연안용 레저

보트의 초기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

석하였고, 반석호와 김상현(2002)은 보급형 모터보트 설계를, 

박충환 등(2004)은 고속 레저선에서 Spray strip의 역할을 모

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우철 등(2008)은 해외 

실적선 80여척을 분석하여 초기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제원 추정식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형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속 모터보트는 대부분 활주형 선박으로 최대속도는 

약 30노트급이다. 우수한 저항성능을 갖는 고속 활주선의 일반적

인 운항형태는 저중속 영역에서 선미트림이 비교적 크게 발생하

다가, 속도가 증가하면 선체가 부상하면서 트림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Jeong et al., 2008). 이러한 선미트림은 고속

에서의 안정된 활주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선미트림이 과도하게 

되면 큰 선미파가 발생하고, 저항성능이 나빠질 뿐 아니라 선수

에 파랑이 작용할 경우 전복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중속 영역에서 과도한 선미트림을 억제하면

서 고속에서 안정된 활주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핀(Fin)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형시험은 항주자세가 서로 다른 28피트급 

두 척의 고속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일본유체기술연

구소 고속회류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2. 모형시험

2.1 대상선박

본 연구의 대상선박은 30피트급 FRP 레저보트와 유사한 규모

의 알루미늄 레저보트 두 척이다. 이를 각각 MS-KST와 MS-A라 

한다. 두 선박의 형상과 주요제원을 각각 Fig. 1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 MS-KST>

<MS-A>

Fig. 1 Comparison of body plan for MS-KST and 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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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ncipal dimensions for MS-KST and MS-A

Item
주요치수

MS-KST MS-A

Lpp(m) 9.20 7.30

B(m) 2.80 2.392

D(m) 1.30 1.40

d(m) 0.40 0.50

Displacement(ton) 3.51 5.200

MS-KST 선박의 경우, MS-A 선박에 비하여 전반적인 제원이 

크고 배수량은 작은 관계로 선저경사각이 상대적으로 크고, 흘수

가 낮아 선수부 챠인이 수면상부에 많이 돌출된 특징을 갖고 있

다. 활주성능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종방향 중심위치는 두 선박 

모두 Niwa(2002),  Clement(2004)가 제안한 선미단에서 수선길

이의 약 40% 정도로 유사하다.

2.2 시험조건

모형시험은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 고속회류수조에서 10노

트~32노트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 저중속 영역에서 과도한 선미트림을 

억제하는 Fin을 개발하는 것인 관계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종방

향 부착위치는 선미단에서 1.5 Station까지로 동일하게 하였다. 

깊이방향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MS-A 모형의 경우, 흘

수선과 수선면 아래 챠인에 각각 부착하여 성능변화를 검토한 

후, MS-KST의 경우는 흘수선에만 부착하였다. Fin의 형상은 물

고기 지느러미 형상으로, 얇은 동판으로 제작하였다.

두 척의 선박에 대한 시험조건을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각각의 시험모형은 Fig. 2와 Fig. 3과 같

다.

Table 2 Test conditions for MS-A

Test case Remarks

Case-1 Original

Case-2 Original + Fin-1(흘수선에 부착)

Case-3 Original + Fin-2(흘수선 하부 챠인에 부착)

Table 3 Test conditions for MS-KST

Test case Remarks

Case-1 Original

Case-2 Original + Initial trim 1.4°

Case-3 Case-2 + Fin(흘수선에 부착)

<Case-2>                      <Case-3>

Fig. 2 Fin position of test models for MS-A

Fig. 3 Fin position of test model for MS-KST

2.2 시험결과

2.2.1 MS-A

고속선의 중요한 성능지표인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과 

항주트림 및 선체 중안부에서의 침하량을 비교하여 Fig. 4~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수면하부 챠인에 Fin을 부착한 경우(Case-3), 저중속 영역에

서는 저항성능에 큰 변화가 없지만 고속영역이 되면서 저항성능

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이는 항주트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선체 부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쇄파가 선수부에서 

발생하여 조파저항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7). 흘수

선에 Fin을 부착한 경우(Case-2), Fin을 부착하지 않은 Case-1

과 유사한 저항성능을 보이나, 저중속 영역에서 항주트림이 감소

하고 있다. 이는 저항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도 특정한 속도

범위에서 보다 안정된 항주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Fin 개발이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 Comparison of Rt/▽ for MS-A



Fig. 5 Comparison of trim angle for MS-A

Fig. 6 Comparison of sinkage at midship for MS-A

<Case-2>

<Case-3>

Fig. 7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32knots

2.2.2 MS-KST Model

MS-KST 선박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MS-A 모형시험 결과를 

참고로 Fin을 수선면에 부착하였다.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

과 항주트림 및 선체 중앙부에서의 침하량을 비교하여 Fig. 

8~Fig.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선박은 앞의 MS-A 선형과 달

리, 선수부 6번 Station 전방의 챠인이 수선면 상부에 위치하는 

관계로 항주시 트림을 유발하기 위한 챠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Original 선형인 Case-1의 항주트림은 MA-A 선형

(Fig. 5)에 비하여 전 속도 영역에서 큰 변화가 없고, 전반적으로 

선체 부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관계로 저항성능은 앞의 MS-A 선

형에 비하여 나쁜 결과를 보인다. 

본 MS-KST 선박의 저항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 1.4° 선미

트림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속 활주선에서 강제로 초기트

림을 부여할 경우,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선체 부상이 잘 일어나 

저항성능이 개선된다 (Jeong et al., 2008). 본 선박의 경우도 동

일한 경향을 보인다. 초기트림을 부여한 상태에서 흘수선에 Fin

을 부착한 경우(Case-3), 20노트 이상의 고속 영역에서는 트림

만 부여한 경우보다 저항성능이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선

미 Fin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의하여 트림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Fin 형상과 부착위치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

구가 필요하다.

Fig. 8 Comparison of Rt/▽ for MS-KST

Fig. 9 Comparison of trim angle for MS-KST



Fig. 10 Comparison of sinkage at midship for MS-KST

저속(14노트)과 고속(30노트)에서의 파형을 Fig. 11과 Fig. 12

에 각각 나타내었다. 저속에서는 초기트림을 부여한 두 경우

(Case-2 & Case-3)의 선미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n을 부

착한 Case-3의 선미파는 Fin을 부착하지 않은 Case-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선미파의 차이가 저항성능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초기트림을 부여하지 않은 Case-1의 경우, 다른 두 

경우에 비하여 선미파 발생은 작으나, 전반적으로 선체가 잘 부

상되지 않은 관계로 선수 7~8번 Station에서 선수파가 시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마찰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Case-1>

<Case-2>

<Case-3>

Fig. 11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14knots

고속인 30노트에서는 초기트림을 부여한 두 경우(Case-2 & 

Case-3)의 전반적인 파계가 Case-1보다 양호하게 나타난다. 이

는 초기트림을 부여함으로서 고속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선체가 

잘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Fin을 부착한 경우(Case-3), Case-2에 

비하여 파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저항성능은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체 부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

에 마찰저항이 커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Case-1>

<Case-2>

<Case-3>

Fig. 12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30knots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미부 수선면 근방에 설치한 Fin

은 어떤 특정한 속도범위에서 저항성능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트림을 억제하여 운항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주자세가 서로 다른 28피트급 두 척의 고속 

레저보트를 대상 저중속 영역에서 과도한 선미트림을 억제하면

서 고속에서 안정된 활주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핀(Fin)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미부 수선면 근방에 설치한 Fin은 어떤 특정한 속도범위에

서 저항성능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트림

을 억제하여 운항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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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구조 상호작용 해석기법에 의한 요트세일의 구조해석

       A Study on the Sail Yacht Structure Analysis by Using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Scheme

김영복*, 김영훈, 박준수(경남대학교)

키워드: 세일; 마스트; 유체-구조상호작용해석; 슬루프형 세일요트; 바람의 동유체력; 유체유동해석

        (sail; mast; Fluid-Structure Interaction; sloop-type sail yacht; dynamic wind force; CFD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세일요트의 마스트, 리그가 포함되어진 슬루 형 세일요트의 복

합형 세일과에 마스트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해서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세일이 풍력을 비롯한 외력을 받으면 크기와 조건에 따라 세일의 형상이 변하게 되

고, 이러한 형상 변형은 세일 주  유동과 유체력에 향을 주고 이에 따라 세일 

형상이 변화되므로 세일의 유체역학  성능 최 화를 해서는 유체-구조 연성해석

이 요구된다. 선체에 지지하는 마스트 등 리그와 결합되어진 세일 시스템에 해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FSI)을 통해 바람의 세기에 따른 세일 형상의 변화에 

한 메커니즘과 세일 추진력의 계를 악하도록 시도하 다. 한 30피트  세일

요트에 한 용을 통해 설계 기술로 발 시키는 방법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상인 세일은 두께가 얇은 직물 소재로서 주름과 같은 비선

형 인 형상 변형이 나타나게 되므로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 으며, 마스트와 

붐, 리그에 의해 지지되는 세일의 경계조건으로 실시간으로 세일에 걸리는 응력과 

변형을 구조해석 으로 계산하여 세일의 거동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를 

탄성 소재로 간주한 선형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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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ft급 요트세일의 변형에 대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박세라, 유재훈, 송창용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요 약

일반적인 요트 세일은 두께가 얇은 직물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의한 유체력에 의해 복잡하게 변형되는

3차원적인 캠버 형상을 갖게 되며, 마스트와 붐 등과 같이 구조 변형이 가능한 리그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어 있어, 지지 방법

과 지지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변형된 세일 형상은 다시 유동 현상에 영향을 주고, 리그의 변형에 관여하게 되므로 세일

의 유체역학적 성능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일과 리그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30ft급 요트의 메인 세일을 대상으로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조 해석의 하중 조건으로 적용하여 형상의 변형

을 계산하였다. 마스트와 붐과 같은 리그에 의해 받게 되는 지지력을 구조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적용하였으며, 변형되어진 세일 

형상에 대해 다시 유동 해석을 반복하여 유체역학적 성능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Keywords : Fluid-structure interaction (유체-구조 연성), Sail(세일), Camber deformation(캠버변형)

1. 서 론

세일링 요트에 대한 설계는 유체역학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저항성능과 내항성능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선형 설계와 추진력

의 극대화를 위한 세일의 설계로 나눌 수 있다. 추진 성능 즉, 양

력과 같은 유체역학적 성능 관점에서의 세일에 대한 설계는 양항

비와 유효 받음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일의 기본 제원과 구성 

그리고 캠버(camber)와 같은 세일의 단면 형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세일의 형상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가 많았다. 변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진 세일의 캠버 형상

은 실제 범주 상태에서 바람의 세기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힘의 작용점이 이동하여 우력과 모멘트가 발생하게 된

다. 풍상향 선회(weather helm)나 풍하형 선회(lee helm)로 부르

는 인위적이지 않은 선회력과 추진 성능 감소가 주로 이러한 이

유에서 나타나게 된다.

세일의 형상은 두께가 얇은 직물 소재의 세일이 마스트(mast)

와 붐(boom)등의 리그(rig)에 의해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풍압에 

의해 늘어나는 등의 변형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리그에 의해 전

달되는 외력과 리그 자체의 변형, 특히 굽힘(bending)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된다. 또한 풍압에 의한 세일 형상의 변형은 세일 주

위 유동과 유체력을 바꾸게 되고, 유체력의 변화는 세일과 리그

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동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최근 들어 Trimarchi et al. (2009)등이 세일의 변형을 유한요

소법(FEM)으로 계산하고 주의 유동을 경계요소법(BEM)으로 계

산하여 유체-구조 연성을 수행한 바 있으며, Lee et al. (2011)

은 30피트급 요트세일의 2차원 단면의 변형과 유동해석을 격자

변형기법으로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하여 세일의 변형에 

의한 주위 유동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연구한 바 있다. 일반적인 

세일은 두께가 매우 얇고 유연한 직물 구조로서 원래 상태로 되

돌아가려는 탄성 변형과 형상에 비해 변형도가 큰 대변형 거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비선형적 거동이 나타나므로 변형 거동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비선형적 해석이 요구된다. Bak et al. (2011)은 

단순한 형태의 얇은 두께의 세일 천의 변형에 대해 유체-구조 연

성해석을 사용하여 비선형적인 거동을 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ft급 슬루프(sloop) 요트인 “KORDY30”의 메

인 세일을 대상으로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20노트

의 뵌바람(apparent wind)이 20도의 각도로 세일에 입사되는 조

건에 대해 세일의 유동 해석을 통해 얻어진 유체력을 천 소재의 

세일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에 적용시킴으로써 풍압을 받은 세일

의 변형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구조변형 해석에는 마스트

와 붐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세일의 지지 형태를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변형된 세일 형상에 대하여 다시 유동해석을 수행

함으로써 초기 세일형상과 변형된 세일 형상의 유체역학적인 성

능을 비교해 보았다. 세일 면적 및 풍압 중심점 변화, 양력, 항력

을 비교해봄으로써 변형된 세일이 유체역학적 성능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2. 수치 해석 기법

2.1 유체-구조 연성 기법

유체-구조 연성해석은 크게 direct coupled FSI, one way 

FSI, two way FSI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Direct coupled FSI

는 유동 및 구조해석을 한 번에 연성하여 계산하는 기법이며, 

one way FSI는 유동해석 결과를 구조해석의 하중조건으로 적용

하는 기법으로서, 경계면에서의 전달은 한번만 이루어지며 하중

에 대한 반복 계산을 하지 않는 기법이다. Two way FSI는 지속

적인 반복계산이 필요한 기법으로 변형 변위가 유동의 영향을 비

교적 크게 받고 유동 또한 변화된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부분적인 two way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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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유동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격자계 생성은 상용프로

그램인 ICEM-CF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CFX 프로그램으로 

유체력을 계산하였다. CFX의 경우 계산된 유체력이 격자 node 

점에 대해 표현되는데 구조해석에 사용한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LS-DYNA는 압력형태의 하중이 요구되어 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

법으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Node에 표현되어 있는 유체력

을 압력형태의 유체력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분법이 있

으나 element의 수가 많을 경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유

체-구조 연동 해석이 가능한 ANSYS의 Workbench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Workbench는 유체-구조 연성의 경우 CFX와 static structure 

모듈을 연계하여 CFX에서 계산된 유체력을 구조해석 코드인 

static structure 모듈에 분포 하중으로 적용시켜 유체력에 의한 

구조 변형을 해석 한다. Static structure 모듈은 유한요소의 모델

링과 구조해석을 동시에 가능하며, 유한요소의 element에 CFX에

서 계산된 node에 대한 압력 값을 static structure 모듈에서 분

포하중으로 계산하여 적용시킨다. 하지만 membrane 구조물 등

의 미소변형의 선형해석만이 가능하고 천 소재와 같이 두께가 얇

은 대변형 구조물의 비선형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Workbench에서 모델링한 유한요소 격자정보와 유동해석으로부

터 산출된 유체력이 적용된 element에 대한 pressure을 고려하고 

천 소재의 대변형 해석이 가능한 LS-DYNA 유한해석 코드에 사

용하여 풍압에 의해 변형된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Application process of FSI method

2.2 유동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

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 (1)과 Navier-Stoke's 

방정식 (2)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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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류의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속도  를 시간평균속도  와 

변동성분속도 의 합으로 나타내면 식(3)과 같다.

  
  (3)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Navier-Stoke's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시간 평균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식 

(4)와 (5)와 같이 시간 평균된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유한체적법을 이용하

여 그 해를 구하였다. 난류 유동해석을 위해 κ-ω를 기반으로 

SST 난류 모형과 벽함수(wall function)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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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 세일 비선형 구조해석 이론

세일은 구조적으로 membrane 혹은 shell 구조와 복합 적층

(laminated composite) 구조물로서 각 단층(lamina)의 방향성과 

이방성(anisotropic)의 적층 구조물이며, 세일에 작은 두께와 탄

성, 경계조건 때문에 외력에 의해 큰 변위가 나타나는 대변형 구

조물이다. 대변형 거동의 이방성 shell이나 membrane을 포함하

는 구조물은 비선형 유한요소의 접근이 요구되어 지는데 세일천

의 구조적 거동은 주름(wrinkling)에 지배적이며, 이러한 형상은 

특히 두께가 얇은 downwind 세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

일 내 인장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세일의 

모양을 바뀌게 한다. (Heppel et al. 2002). 세일의 거동을 실제

와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유한변형(finite strain)과 두께가 얇

아지는 감육 현상(thinning behavior)이 적용된 Hughes-Liu 이론

을 적용되어야하며 degenerate shell 요소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7)

   (8)

Shell의 형상은 위에 식에 의해 정의되며, 는 element의 임

의의 점, (ξ,η,ζ)은 parametric 좌표, 는 global nodal 좌표, 

는 node a의 element 형상 함수, 는 위치 벡터, 는 



reference surface에 있는 임의의 점이다. Hughes-Liu shell 

element는 기존의 8-node의 육면체 요소의 변형에 기초를 둔 것

으로 solid element의 결정은 이 bi-unit cube의 iso-parametric 

mapping을 기반으로 한 shell 이론이다. Reference surface와 

fiber 벡터의 보간은 shell 요소의 변위 보간과 iso-parametric 표

현을 위해 사용된다. Fiber의 변위는 reference surface의 변위와 

fiber 방향에 대한 회전으로 분리되고 다음 식들로 표현된다.

    (9)

  
 (10)

    (11)

  
 (12)

u는 generic point의 변위 , 는 reference surface에 있는 

점의 변위, U는 fiber의 변위이다. Fiber coordinate system은 4

개 node의 shell element에 적용되며, 는 병진운동

(translational motion)방정식과 회전운동(rotational motion)방정

식의 양으로써 shell의 운동을 알기위해서는 nodal 회전과 fiber 

변위 U 사이에 관계가 정의되어야 한다. Fiber coordinate 

system은 각 node마다 독특한 국부 직교좌표계로 회전 증가를 

위해 reference frame을 적용한다.

3. 초기 세일형상의 유동해석

3.1 세일 형상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30ft급 요트인 KORDY30의 세일을 선정하였다. 

KORDY30은 마스트 하나의 집세일(jib sail)과 메인 세일(main 

sail)이 마스트 앞, 뒤에 각각 하나씩 장착되어 있는 슬루프

(sloop)형 요트이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메인 세일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하였다. KORDY30의 세일 형상은 Yoo et al.(2006)

이 NACA 단면 중에 세일과 가장 비슷한 NACA a=0.8 mean 라

인을 기본 형상으로 가정하여 설계되었으며, 풍동 실험 및 수치

계산을 수행한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인 세일의 초

기 형상은 Fig. 2와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3.2 계산조건 및 가정

세일 유동의 수치 계산은 아래와 같은 가정 및 조건으로 수행

하였다.

(1) 실제 세일의 형상에 대한 조절은 마스트, 붐 등의 리그에 

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스트와 붐 등의 

리그에 대한 변형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2) 통상적으로 최적 풍상 항주 상태인 20노트의 뵌바람

(apparent wind)이 20도의 각도로 세일에 입사되는 것으로 하였

다.

(3) 유체는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밀도는 1.185kg/㎥, 점성계

수는 1.831×10
-5
 Pa․s의 값을 사용하였다. 

(4) 점성유동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이며, 유한 체적법을 이용하여 

그 해를 구하고, 난류 유동해석을 위해 κ-ω를 기반으로 SST 난

류 모형과 벽함수(wall function)기법을 사용하였다.

(5) 수치계산에서 사용한 격자는 2,140,815개의 비정규

(unstructured) 격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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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metry of the main sail

Location Foot 25% 50% 75% Top

Height
(mm) 0 3000 6000 9000 11900

Chord Length
(mm) 4000 3000 2000 1000 10

Baseline Angle
(deg) 0 5 10 15 20

Camber Ratio
(%) 8 10 12 14 16

P=11.9m, E=4.0m, area of main sail AM=25.02㎡

P: height of main sail, E: length of mail sail foot

Table 1 Geometric parameters of the main sail

3.3 초기 세일형상의 수치해석 결과

유동이 최적 설계 각도인 20도로 입사되었을 때의 세일 표면

의 압력분포와 한계유선을 살펴봄으로써 구조 변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동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Fig.3에서 

살펴보면 한계 유선과 동압력 분포가 leeward side(suction side)

의 trailing edge(sail leech) 부근에서 유동박리(flow separation)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일 높이의 25% 단면에서의 

유동흐름을 보여주는 Fig.4에서도 유동 박리를 볼 수 있다. 이렇

게 계산되어진 세일 면에서의 압력값은 구조 해석의 하중조건으

로 적용하게 되고 구조 변형해석 후 변형된 세일 형상을 가지고 

다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두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보았다.



Fig. 3 Cp contours and limiting streamlines

on the main sail (angle of attack=20deg)

Fig. 4 Streamlines around the initial sail

(on the section of 25% sail height)

4. 세일 구조해석

4.1 계산조건 및 가정

세일에 대한 구조 해석은 아래와 같은 가정 및 조건으로 수행

되어졌다. 

(1) 실제 세일천의 물성을 적용하기 위해 kevlar49(Dupont, 

USA)를 사용하였으며 물성 값은 아래 Table 2와 같다. 

Density 1439.4 kg/㎥

Elastic modulus 124 GPa

Poisson ratio 0.36

Thickness 0.34 mm

Table 2 Property of Kevlar49 sail cloth

(2) 계산에서 사용한 유한요소 수는 7,824개이며, 유동해석에

서 계산된 세일의 압력 값을 하중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3) 마스트나 붐 등의 리그에 고정 연결된 상태 및 인장에 의

한 경계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병진운동 방향만 고

정시켰다. 실제 세일은 sail luff에 해당하는 한 변은 마스트에 의

해 고정되어 있고, sail foot에 해당하는 한 변의 끝(sail clew)은 

outhaul에 의한 인장력으로 지지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세일-마스트 고정부 및 세일-sail 

clew 연결부에 대해서 병진운동만 고정되도록 경계 조건을 설정

하였다.

Fig. 5 Boundary conditions for structure analysis

4.2 구조해석 결과

Fig. 6은 유동에 의한 동압력값을 하중으로 받았을 때의 세일

천의 변형으로서, 동압력을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해 가해진

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대 0.16m까지의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지

지되지 않은 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변형이 발생하고 일정시간

이 지나면 그 변화가 거의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의 수렴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일 높이(P)의 25%에 위치한 

임의의 node의 시간에 따른 변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인 

Fig. 7에서 살펴보면 약 10초 이후에는 시간에 따른 변위의 차이

가 0.0001m 이하로서 계산의 수렴성이 보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6 Deformation contours of the main sail

Fig. 7 Displacement history of the main sail



먼저 이러한 캠버 형상의 변화가 세일 천 자체가 늘어남에 의

한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변형 전후의 세일 면적의 크기를 비

교하였다. Table 3에서 보면 변형 후 세일의 표면적은 변형 전 

세일의 0.001% 수준으로서 세일 면적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

을 확인했으며 이는 풍압을 받은 세일 천의 늘어남이 세일 캠버

의 변화를 일으킨 원인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itial Deformed Difference

Sail Area

(m
2
)

25.0290 25.0293
0.0003

(0.001%)

Table 3 Sail areas of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sail

Fig.8은 변형 전, 후의 세일 높이에 따른 단면상의 캠버형상으

로서, 세일 높이의 50% 하부에서는 세일의 leading edge(sail 

leech) 부근에서 leeward side와 windward side의 압력 차이로 

인해 세일 캠버가 깊어지면서 변형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0% 

상단부에서는 sail leech부분(trailing edge)이 leeward로 후퇴하

는 세일 비틀림(sail twist)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5% 높이에서 sail leech가 다른 높이에 비해 windward로 들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leeward side가 유동 박리에 의한 와

류 영역에 덮히면서 압력이 회복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된다.

Fig. 8 Camber line of the deformed sail

5. 변형된 세일에 대한 유동 해석

변형된 세일의 유체역학적 성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형 전 세일의 유동해석과 동일한 계산조건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되어진 결과로부터 변형 전, 후의 

유동 현상의 변화, 세일 표면의 압력분포와 양력과 항력은 어떻

게 변화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세일 면 위에 풍력중심 CE(center 

of effort)의 위치의 변화를 계산해 보았다.

5.1 세일형상의 변형에 따른 유동의 변화

변형 전, 후 세일 표면에 작용하는 동압력 분포 및 한계 유선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9를 보면 windward side의 경우 양

압력의 분포가 세일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10

에서는 leeward side의 sail leech부근의 유동 박리에 의한 와류

영역이 변형 전 보다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으며, Fig.4와 Fig. 

11을 비교해 보면 유동 박리에 의한 와류가 변형 전 보다 많이 

발생한 것을 확연히 비교해 볼 수 있다. Fig. 8의 캠버 라인의 변

화와 비교하여 보면 sail leech 부근의 캠버라인의 변화가 유효받

음각을 증가시켜 발생한 일종의 실속(stall) 현상으로 설명되어진

다. 양력과 항력의 값을 변형 전, 후 비교해 보았을 때 양력은 변

화가 거의 없었고, 항력이 4.8%의 많은 증가를 보인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9 Cp contour and limiting streamlines on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sail (windward side)

Fig. 10 Cp contour and limiting streamlines on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sail (leeward side)



Fig. 11 Streamlines around the deformed sail

(on the section of 25% sail height)

5.2. 표면 압력의 변화

 Fig. 12~15에는 5%, 25%, 50%, 75%의 4가지 세일 높이 

방향에 대해 변형 전, 후의 세일의 단면 형상과 세일 표면 압력

을  나타내었다. Fig. 12의 5% 세일 높이의 단면은 sail foot 바

로 윗부분으로서 캠버의 형상이 많이 변형되어진 x/c의 0.2~0.4

와 0.6~0.8 영역에서 압력값의 변화가 캠버 형상에 따라 서로 

교차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15의 75% 높이에서의 양압과 음

압의 차이가 매우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일 상단부

의 leech부분이 후퇴하는 sail twist에 의해 유효 받음각이 줄어들

어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양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windward side의 양압과 leeward side의 음압의 차이는 세

일의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며, 이는 Fig. 8에서

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일 뒤틀림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12 Pressure comparison on 5% height of sail

Fig. 13 Pressure comparison on 25% height of sail

Fig. 14 Pressure comparison on 50% height of sail

Fig. 15 Pressure comparison on 75% height of sail

5.3. 양력, 항력의 변화

변형 전, 후의 세일의 유체역학적 성능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세일의 추진에 관한 성분인 양력과 항력 계수를 비교해 보았다. 

변형되어진 세일은 비교적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세일 하단부의 

캠버가 깊어져 양력이 증가 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Table 4

와 같이 계산되어진 결과에서는 항력은 약 4.9%정도 증가하고, 

양력은 0.2%정도 감소하여, 세일의 성능을 나타내는 양항비는 

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

로서  Lee et al.(2011)이 2차원 세일 단면에 대해 유체-구조 연

성해석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캠버의 변화에 의해 양력이 증가하

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2차원 세일 단면

과는 달리 3차원 세일의 경우에 세일의 캠버가 증가하여 생기는 

양력 증가에 비해, 세일 하단부 leeward side에 나타난 유동 박

리에 의한 부분적인 실속(stall)이 존재하고, 상단부에서는 sail 

leech의 후퇴로 인한 유효 받음각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양력의 증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

로 설명된다.



Initial Deformed Difference

CD 0.1154 0.1211 4.88%

CL 0.6906 0.6893 -0.19%

CL/CD 5.982 5.693 -4.84%

Table 4  Lift and drag coefficients of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sail

5.4. 풍력중심(CE) 위치의 변화

세일의 형상이 변형되면 풍력중심(CE)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수면 아래의 유체력 중심, 특히 횡저항 중심(CLR, 

center of lateral resistance)과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우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우력은 weather helm이나 lee helm

과 같은 의도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선회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세일의 형상 변화에 의한 풍력중심(CE)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

았으며, 계산되어진 변형 전, 후의 CE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손쉽

게 사용하는 방법(Larrson, 2000)인 세일의 횡방향 투영면의 도

심을 CE로 간주하는 결과와 비교하여 Fig. 16과 Table 5에 정리

하였다. 변형 전, 후 CE의 위치는 거의 차이가 없긴 하지만, 선

미 방향과 아래 방향으로 조금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

일 상단부에 비해 하단부의 양력이 더 커지고, 캠버의 중심 위치

가 뒤로 후퇴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16 CE location of the main sail

CE 위치 Initial Deformed Difference Centroid

길이방향 1093.7 1114.1
20.4

(astern)
1347.4

높이방향 4499.4 4323.9
14.6

(downward)
3945.8

CE location based on main sail tag, unit: mm

Table 5 Location of CE(center of effort)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일에 대한 유동 해석을 통해 얻어진 유체력

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시킴으로써 풍압을 받은 세일의 변형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구조변형 해석에는 마스트와 붐에 의

한 지지 형태를 경계 조건으로 적용하였으며, 변형된 세일 형상

에 대하여 다시 유동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초기 세일 형상과 변형

된 세일 형상의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3차원적인 

형상을 가지는 세일은 유체-구조 연성을 통한 변형을 고려할 경

우 캠버 형상의 변화와 세일의 뒤틀림과 함께 유효 받음각의 변

화, 3차원 유동 박리에 따른 실속 등 복합적인 유동 현상이 함께 

나타나며 양력과 항력에도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요트 세일의 성능 해석에 있어서 유체-구조 연성적 

변형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성, 정량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마스트와 리그의 탄성 변형이 포함된 유

체-구조 연성해석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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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를 부착한 2차원 날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오정근(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김효철(서울대학교) 

 

 

요 약 

 
Numerical simulations for two-dimensional foil with a trailing edge rotor was previously investigated by the authors and 

those results showed that the trailing edge rotor could make higher lift force due to the circulation control about twice of the 

original foil’s. For th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rotor’s performance, the experiments for the foil system were conducted 

in the cavitation tunnel. In order to carry out the experiments, two set of 3-component loadcell and the foil system with the 

rotor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ailing edge rotor makes the lift of the foil system higher and 

when it rotated reversely, the direction of lift was toward downward and the magnitude was about 0.5times of when the rotor 

was stationary. 

 

Keywords: High lift device(고양력 장치), Trailing edge rotor(회전자), Circulation control(순환제어)  

 

1. 서 론 

 

선박에서 양력발생장치는 타(rudder), 수평안정핀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양력발생장치는 선박의 조종성능 및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박이 저속으로 운항하는 

경우에 타에 유입되는 유속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타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유입류의 속도가 낮으면 타 

이외의 다른 양력발생장치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박의 타장치에서 

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의 상용화된 타장치들이 개발되었다. 독일의 Becker사의 

주날개의 타각과 보조날개의 타각이 연동되어 타력을 

증가시키는 플랩러더는 고양력 타장치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최근에는 혼-타의 틈새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줄이면서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타판 전체의 타각을 변화 

시키는 전 가동 타(full spade rudder)가  고양력 타장치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도 고양력 날개장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날개장치로 콴다(Coanda) 현상을 이용한 제트분출 시스템을 

부착된 장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hn & 

Kim, 1999 & 2003, Park & Lee, 2000, Hong & Lee, 2004, Seo 

et al., 2010). 날개장치의 양력을 증가시키는 다른 방법으로는, 

회전하는 원통을 수중날개에 부착하여 양력증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Brook(1963)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후 풍동(wind tunnel)에서 Al-Garni et 

al.(2000)가 날개의 앞날에 회전 원통을 두어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회전 

원통을 이용한 선박용 양력발생장치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회전원통 자체의 유동특성에 대한 연구들만이 

보고된 바 있다(Choi et al. 2002, Moo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기구적으로 단순하여 제작이 용이하고 

고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날개의 뒷날에 회전자를 

부착한 양력발생장치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저자의 선행연구(Oh and Kim, 

2010)의 계산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단면형상을 

갖는 모형을 제작하였고 3-component 분력계를 설계 및 

제작하여 유체력을 계측하였다.  

 

2. 실험 모형 및 장비 

 

모형 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모형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Oh & Kim, 2010). 코드 길이가 

200mm인 NACA 0020 단면을 기준으로, Fig. 1과 같이 

뒷날에서부터 코드의 16%에 해당하는 위치에 회전자를 

두었으며, 회전자의 직경은 코드의 7%인 14m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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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Model: original NACA0020 section 

(upper) and new section with the trailing edge rotor (lower) 

(Oh & Kim, 2010) 

 

실험모형은 Fig. 2와 같이 고정부(fixed-part)와 가동부인 

플랩(flap), 그리고 회전자(ro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부와 가동부에는 Fig. 2에 표시한 위치에 각각 

3-component 분력계를 삽입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고정부와 플랩 사이의 간격, 플랩과 회전자의 간격은 모두 

1mm로 하였으며 모형의 스팬(span)은 실험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의 제원에 맞춰서 148mm로 

하였다. Fig. 3은 제작된 모형의 사진이다. 

 

 
Fig. 2 Configuration of each part and dimension of the 

model 

 

  
 

Fig. 3 Fabricated model: fixed-part(left), flap(center), 

rotor(right) 

 

3-component 분력계 

고정부와 플랩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각각의 3-component 분력계를 Table 1과 같은 용량으로 

설계하였고, Fig. 4와 같이 제작하였다. 

 

Table 1 Maximum loading condition of 3-component 

loadcells for the fixed-part and flap 

Component
Maximum loading condition 

Fixed Part Flap 

Fx 
 

1 kg 1 kg 

Fy 
 

4.5 kg 4.2 kg 

Mz 
 

0.07 N-m 0.6 N-m 

 

 
Fig. 4 3-component loadcells for the fixed-part(lower) and 

flap(upper) 

 

회전자 구동 모터 

회전자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고속 회전(약 17,000 

RPM)이 가능한 모터를 선정하였다(Fig. 5) 

 

 

 
Fig. 5 Motor system: motor(upper) and control 

system(lower) with motor driver and power  

 



모형 조립 및 설명 

제작된 모형 안에 각각의 분력계를 삽입하여 Fig. 6의 맨 

아래 사진과 같이 조립을 한 후, 고정부의 분력계만 작은 

원판(A)에 고정시키고, 플랩의 분력계는 큰 원판과 연결된 

직사각형 블록에 고정시킨다. 

 
Fig. 6 Assembly of each part of the model and power 

 

 회전자는 큰 원판(A)에 고정시켜서 모터와 연결한다. 

작은 원판(B)은 큰 원판(A)에 삽입하며, 각각의 원판은 

독립적으로 중심축(플랩의 분력계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정부는 받음각이 0도이고, 

플랩의 편향각만 변화시길 수 있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편향각 10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설명하면, 먼저 큰 원판(A)에 작은 원판(B)가 고정된 

상태에서 큰 원판(A)의 각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10도 

회전시킨 후 터널 외벽에 큰 원판(A)를 고정시킨다. 이 

상태에서는 고정부와 플랩 모두 10도로 회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작은 원판(B)을 큰 원판(A)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분리시킨 후 시계방향으로 10도 회전시킨다. 그러면 모형의 

고정부는 받음각이 0도가 되며, 플랩만 10도가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플랩의 분력계는 작은 원판(B)을 통과만 

할 뿐이며, 큰 원판(A)에 부착된 직사각형 블록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원판(B)과 독립적이다. 

 

교정시험 

모형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 Fig. 7과 같이 고정부와 

플랩의 교정시험을 수행하였다. 교정시험은 고정부와 플랩 

각각의 스팬 중앙부와 각 분력계 축의 교점 위치에 볼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압력면과 흡입면 양 쪽에 탭을 냈으며, 이 

곳에 볼트를 고정한 후, 가는 철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component(Fx, Fy, Mz)에 대하여 수행한 

교정시험의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로부터 각 

성분의 선형성이 우수하고 성분간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7 Calibration for the fixed-part loadcell after assembly 

of test model 

 

 

3. 실험 조건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속 1.1m/s, 플랩의 편향각을 10도에 

대하여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바꾸어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코드(chord)길이는 Fig. 2와 같이 실제로는 

175mm이지만, 기존 연구(Oh & Kim, 2010)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NACA0020 단면의 코드 길이인 200mm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레이놀즈수(Rn)는 2.2✕10
5
이다. 

회전자의 회전속도(UC)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계산하며, 

유입류의 속도(U∞)로 무차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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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원 회전속도(UC/ U∞)를 기준으로 0 ~ ± 3.6의 범위로 

정방향(양력 증가 방향)과 역방향(양력 감소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Fig. 9와 같이 플랩의 편향각(θ)이 주어지면, 플랩의 

분력계도 θ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양력과 항력은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Fig. 9 Coordinate system of the fixed-part and flap load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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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력 및 항력계수를 식 (3)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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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분의 힘은 NI usb-6341 DAQ 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sampling rate는 1kHz, sample 개수는 

5,000개로, UC/U∞마다 5초 동안 계측하여 이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회전자의 회전은 고정도 제어가 가능한 컨트롤러를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하여 모터에 연결된 엔코더 (500pulse/rev) 

신호를 4체배(엔코더 pulse의 A상과 B상의 rising edge와 

falling edge를 카운팅하여 1 pulse 당 4번 count) 하여 

제어하였다. 

Fig. 10은 캐비테이션 터널에 설치된 실험 모형의 

개략도로써,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다. 분력계에서 힘이 

계측되기 위해서 고정부와 플랩은 큰 원판(A)과 1mm의 

간격을 띄워 놓았으며, 날개의 끝단(그림상에서는 아래쪽)과 

관측창과의 거리도 1mm로 하였다. 즉 순수하게 고정부와 

가동부는 분력계로만 고정되어 있어서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10 Schematic diagram of the installed model into the 

cavitation tunnel when viewed from top of the test section 

 

4. 실험 결과 및 고찰 

 

앞에서 언급한 실험조건으로 수행한 결과, Fig. 11의 

원모양으로 표시한 양력계수(●)와 항력계수(○)가 UC/ U∞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자의 선행연구(Oh & Kim, 

2010)의 계산결과도 Fig. 11에 같이 도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산에 의한 양력계수는 ▶(Rn=1.876✕10
5
), 

▲(Rn=3.752✕10
5
)로, 항력계수는 ▷(Rn=1.876✕10

5
), 

△(Rn=3.752✕10
5
)로 표시하였다. 

먼저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UC/U∞ 에 따라서 양력이 

변화하는데, 그 양은 UC/U∞ 가 3.6인 경우에도 기울기의 

변화가 없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후 

회전속도를 높여서 양력이 수렴하는 UC/U∞를 파악하여 실제 

날개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CL이 약 0.41이며 본 

연구에서의 최대 회전의 경우인 UC/U∞ = 3.6인 경우에는 

CL이 약 0.83으로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양력계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Fig. 8 Calibration results: fixed-part(upper row) and flap(lower row), FX(1

st
 column), FY(2

nd
 column), and MZ(3

rd
 column) 

 

회전을 역방향(양력감소방향)으로 동작시킬 경우에도 

거의 선형적으로 양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역방향 회전의 경우(UC/U∞ = -3.6)에 CL은 약 

-0.23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로부터 받음각이 고정된 

수평안정핀 등의 양력 발생장치에 본 연구의 결과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Experimental(flap angle=10

o
 and Rn=2.2✕10

5
) and 

computational results(Oh & Kim, 2010) 

 

항력을 살펴보면, UC/U∞ 가 (+)로 증가할수록 항력이 

증가하고, 반대로 UC/U∞ 가 (-)로 감소할수록 항력도 

감소하여 UC/U∞ 가 -2.5정도에서 CL이 0이 되는 회전수에서 

항력도 최소가 되며 이보다 더 빠른 (-)회전의 경우에는 

항력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결과와 비교해 보면, 양력과 항력 모두 회전자가 

회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회전수의 변화에 따른 양력의 변화량이 

계산결과가 보다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는 회전자 표면의 거칠기로서 계산과 실험에서의 

표면거칠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자에 의한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플랩의 분력계를 가늘게 

설계하여 민감도는 높아졌으나, 유동에 의하여 미세하게 

플랩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 편향각이 10도가 

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양력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UC/U∞ =0을 

기준으로, 계산결과에서는 (+)회전시의 기울기보다 

(-)회전시의 기울기가 훨씬 크지만, 실험결과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플랩의 분력계를 보완한 후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항력의 경우에는 (-)회전시에 계산과 실험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회전시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날개 표면의 거칠기 정도에 따른 

마찰저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날개 양 끝단의 1mm의 

간격에서 발생하는 유동특성에 기인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수치계산도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비교를 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다양한 편향각 

및 받음각에서 실험을 수행하면 날개의 유체역학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정부와 플랩으로 구성된 NACA0020 

형상의 날개 뒷날에 회전자를 부착하여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며 양력 및 항력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회전자의 회전속도에 따라 회전자가 

정지된 상태보다 2배가 넘는 양력계수의 증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전방향을 양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하였을 때는 정지상태에 보다 절대값으로는 약 0.5배이며 

방향은 반대인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뒷날의 회전자로 양력의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받음각 및 편향각, 그리고 회전속도에 따른 

양력 및 항력 특성을 파악하면, 선박의 타 장치 및 고정식 

수평안정핀 등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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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다효과를 적용한 고양력 타장치의 성능해석

서대원(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이승희(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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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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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

고 있다.

항공분야에서 날개장치의 양력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 양력성능증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계층 내부에 고속의 유동을 공급하여 흡입면

에 발생되는 역압력 구배등을 제어하여 실속을 지연시켜 양력을 

증가시키는 경계층제어법(Boundary layer control)이 있다. 또한 

고속의 유체를 날개의 뒷날 부근의 곡면을 따라 흐르게 하여 날

개 주위의 순환을 증가시키는 순환제어법(Circulation control)이 

있고, 다양한 뒷날 형상과 유동분사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유동을 양력방향으로 분사하

는 Jet thrust방법보다는 성능과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 이러한 유동 분사장치를 선박의 

날개장치에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날개장치

로의 적용이 쉽고 또한 날개장치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국내 대학의 연구소 위주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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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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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면을 주고, 흡입면의 곡면근처에서 접선방향으로 고속의 제트 

유동을 분사하여 날개장치의 양력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콴다효과를 이용하여 Seo et 

al.（２０１０)는 혼-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

며, 또한  Seo and Lee(2011)는 고정식 핀 안정기에 적용한 연

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날개장치에 적용 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콴다효과를 선박용 타 장치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로서 스팬 1m, 평균코드 0.6m인 KVLCC타의 1/15.8

의 크기의 타 장치에 콴다장치를 장착하여 양력증가성능을 조사

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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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콴다 타 형상

2.1 단면 정의

일반적인 타 단면에  콴다 타 장치의 노즐 등의 효과적

인 배치를 위하여 날개단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타

의 핀틀부 하면을 타의 대표 코드(C)로 정의하고, 뒷날에 

둥근 형상을 만들기 위해 대표 단면 코드의 1.2C에 해당

되는 0018단면을 위치시켰다. 그리고 뒷날에 일정한 플래

넘 및 슬릿을 배치시키기 위해 대표 단면을  Fig. 1 의 A

와 같이  span방향으로 위치시켰다. 또한 단면의 앞날의 

B와 같이 대표단면을 x방향으로 이동시키고, A와 B의 프

로파일의 열결점 에서 교차하게 취함으로써 뒷날에 스팬

방향으로 균일한 단면을 가지게 하였다. 

뒷날은 제트유동이 표면을 잘 따라가야 함으로 뒷날의 

0.05C만큼의 R인 원을  두어 제트 노즐과 연결하였다.

Fig.1 2D section on the  rudder

2.2 콴다 장치

콴다 장치의 핵심기술은 노즐 부분으로서 뒷날의 반경

의 크기가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스팬방향으로 균일한 제

트유동을 분사시키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 결과 뒷날의 반

경(R)이 0.05C일 순환의 크기가 수렴되는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본 타 장치에도 뒷날 반경은 0.05C로 택하였다.

콴다장치는 혼의 앞날에서 유동을 흡입하여 뒷날의 슬

릿으로 분사시키는 장치로서, 일정한 압력으로 분사시킬수 

있는 펌프가 필요하다. 

.

3. 수치계산

3.1 Cj에 따른 변화

계산조건의 레이놀즈수는 코드(C)를 기준으로 7×10
5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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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제트 모멘텀에 따른 양·항력성능의 변화를 Fig. 2, Fig 

3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2 Comparison lift performance at the various Cj    

(Rn=7.1 ×105, CC)

Fig. 3 Comparison lift performance at the various Cj 

(Rn=7.1 ×10
5
, CC)



실속이 일어나기 전의 받음각 10˚, 15˚에서 제트 모멘텀 0.1을 

기준으로 양력증가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트 

모멘텀 0.1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CC를 적용한 혼-타 단면의 수치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Cj=0.1

에서 제트 유동의 회전각(turning angle)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

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Cj<0.1에서 제트 유동에 의

한 순환증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실속이 발생되기 전 받음각 10˚와 15˚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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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형시험

3.1  실험의 구성

  콴다 타의 모형시험은 인하대학교의 선형시험수조에서 

1/15.8 축척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을 통하여 콴

다 타의 양․항력 성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먼저 자유수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타 모형 주위의 자유수면에 막음판을 설치하였으며 모형 타에 작

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기 위해 타 모형의 상부에 3분력계

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The system of the model test  

콴다 타의 모형에 물 제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 제트 공급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인버터 내장용 부

스터 펌프와 유량계 및 압력계, 압력수 저장탱크 등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회류수조 내부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류수조 계측 부의 후류에서 흡입한 물을 펌프를 통하여 모형 

타의 제트 노즐에 공급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C(Circulation Control)방법에 관한 2차원 수

치계산을 바탕으로 3차원 콴다 타를 설계하고, 모형시험을 통해 

양항력 특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2차원 수치해석 결과 CC(Circulation Control)방법을 사용할 

경우 양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의 경

우 곡면을 따라 흐르려는 콴다효과에 의해 순환이 크게 증가되었

고, 제트 근처의 유동까지도 끌고가려는 현상(entrainment)으로 

인해 벽에서 먼 곳의 유동도 가속시켜 양력을 크게 증가하였다. 

2차원 수치해석 결과 USB방법과 CC방법 모두 양력은 크게 증가

하여 약 120%, 15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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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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실린더의 항력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이현배, 최정규, 김형태(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중운동체의 기본적인 항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축 실린더를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박리 유동과

항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종축 실린더의 앞 모서리에서 박리를 피할 수 있도록 모깎기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종축 실린더의 길이-직경비 및 모깎기곡률반경-직경비를 주요 파라메타로 변화시켜 가면서 형상변화에 따른 유동과 항

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종축 실린더의 길이-직경비가 약 2.4인 경우에 항력이 최소값을 갖는 것을 찾아내었고, 항력의 대부분

은 압력항력임을 확인하였다. 모깎기를 통해 앞 모서리 박리를 없애면 실린더의 압력항력은 1/6로 감소하고, 전체항력은 1/5 ~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CFD(전산유체역학), Axial cylinder(종축 실린더), Separated flow(박리 유동), Drag(항력), Length-diameter ratio(길이-직경비)

1. 서 론

잠수함, 어뢰 등 수중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저항은 형상에 의

한 압력저항과 마찰저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압력저항은 물체의 

코(nose)와 꼬리(tail)의 형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초공동

을 이용한 수중운동체의 공동발생장치의 형상 뿐 아니라 고기능

성, 저소음 추진 장치인 포드 전동 추진기에서도 중요한 요소이

다. 포드 전동 추진기는 프로펠러 앞 혹은 뒤에 비교적 직경이 

큰 포드가 존재함으로 인해 프로펠러의 추진성능이 달라지며, 항

력으로 인해 전체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포드는 일종의 수중 운동

체로 볼 수 있으므로 항력을 줄이기 위한 형상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이러한 형상 저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코 및 

꼬리 형상과 더불어 형상을 대표할 수 있는 직경과 길이 등의 주

요치수가 있다. 특히 길이-직경비 등의 주요치수들 간의 비가 중

요한 요소인데, Hoerner(1967)는 단순한 형상에 대해 길이-직경

비에 따라 변화하는 항력에 대한 실험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형상 항력에 대한 연구는 형상을 정의하는 기본 파라메타를 

변화시켜가면서 항력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항력을 최소화 하는 형상 파라메타

를 도출하거나 최적 형상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다양한 형상에 대한 연구는 항력 계측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

으며, 형상 주위 유동 측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실험을 통한 연구는 형상 주위 유동 특성 계측이 매

우 어려우며, 계측 자료도 제한적인 유동 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형상 주위의 유동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

과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치해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운동체에 대한 항력 조사의 첫 단계로서 

압력저항과 마찰저항의 작용면을 기하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종축 실린더를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유동 

박리와 항력 특성을 조사하였다. 박리가 발생하는 종축 실린더에 

대해 길이-직경비에 따른 항력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앞 모서리 

박리를 없앤 경우에 나타나는 항력 감소를 살펴보았다. 

2. 유동해석

2.1 지배방정식

2차원 비압축성 정상 축대칭 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인 연속

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방정식은 원통좌표계에서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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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는  

방향 평균속도성분, (′ ′ ′ )는   방향의 난류변동

(fluctua- ting)속도성분,  

, 


는 유입속도, 은 물

체의 길이이며 위의 식들은 

   및 밀도()로 무차원화 된 것

이다.

2.2 유동해석 방법

유동해석을 위하여 선체주위 유동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한체적법(FVM) 기반의 상용코드인 FLUENT(ver. 13)를 사용하

였다. 지배방정식의 확산 항은 차중심차분, 대류 항은 QUICK 

(Quardratic Upwind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s)방

법으로 이산화 하였고,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C 방법을 사용

하였다. 난류모형은 선박의 수치해석시 저항 및 프로펠러 면에서

의 반류분포 추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

을 사용하였고, 벽함수는 표준 벽함수(standard wall function)를 

사용하였다. 또한 parameter는 와 를 택하였기 때문

에 무차원화된 항력의 비교를 위해 레이놀즈수를 



×(속도()= ,직경( )=1)로 고정하였다.

다음은 각 무차원 계수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고, 면적()는 frontal area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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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어 정리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head : body의 앞 모서리, ()부분

-tail   : body의 뒷모서리, ()부분 

Fig. 1 Define head and tail

-FB : fore body(body의 앞면), ()

-SB : side body(body의 옆면), ()

-RB : rear body(body의 뒷면), ()

Fig. 2 Define fore body and side body, rear body

-FV : fore vortex(head의 영향으로 생기는 박리)

Fig. 3 Define fore vortex

-RV : rear vortex(tail의 영향으로 생기는 박리)

Fig. 4 Define rear vortex

3. Cylindrical Bluff Body주위의 유동

본장에서는 유동의 흐름 방향으로 놓인 cylindrical bluff body

주변의 유동 특성 및 항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기하학적 형

상은 Fig. 5에서 보듯이 cylindrical bluff body를  균일 유동장 안

에 놓고, 원통 앞면의 중심을 좌표계의 원점으로 잡아, 중심축을 

따라 원통의 길이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반경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다.



Fig. 5 Model and coordinate system for cylindrical bluff body

Axisymmetric계산을 수행하였고, 격자의 유입경계는  , 외

Fig. 6 Structured grid system for cylindrical bluff body

부경계는  , 유출경계는 로 생성하였다. 의 크기

에 따라 격자수는 ∼개, 축대칭 조건을 적용한 

차원 정렬격자로 생성하였다.

3.1 Cylindrical Bluff Body의 박리

 직경을 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길이를 ∼까지 변화 

시켜 가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table 

1에 정리하였다.

L/D

0.01, 0.1, 0.5, 1, 1.5, 2, 2.1, 

2.15, 2.5, 3, 4, 6, 8, 10, 12, 16

Table 1 Conditions for cylindrical bluff body

Fig. 7과 같이 body의 길이가 짧을 경우 head에서 생긴 FV가 

body전체를 뒤 덮고 RB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Separation of cylindrical bluff body(  )

하지만 Fig. 8에서 보듯이 body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head에

서 발생하여 body에 reattach되는 FV와 tail부분에서 발생하여 

Fig. 8 Separation of cylindrical bluff body(  )

원통 후류에서 닫히는 RV가 발생하면서 head에서 생긴 FV와 tail 

에서 생긴 RV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9 Separation of cylindrical bluff body(  )

박리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Fig. 9)에 대해 추가적인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사이에서 두 박리의 분리가 확실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table 2에 정리 하였다.

-pattern1 : 하나의 박리(FV)만 이 존재하는 경우

-pattern2 : 두 개의 박리(FV, RV)가 존재하는 경우

Pattern L/D

Pattern1 0.01, 0.1, 0.5, 1, 1.5, 2

Pattern2 2.1, 2.15, 2.5, 3, 4, 6, 8, 10, 12, 16

Table 2 Pattern of separation

Fig. 10 Center point of separation



Fig. 10~12는 박리의 중심위치 및 길이, 높이를 나타내었다.

중심위치 및 높이는 축에서 방향 위치이고, 길이의 경우 박

리가 시작하면서 끝나는 부분까지의 방향 길이이다. Pattern1

의 경우 가 작을시 하나의 박리만 존재하는데 가 증

가할수록 head에 의해 하나의 박리가 더 생성되는 점을 감안하

여 center point는   일 때 생긴 박리의 center point

로 하였다.

Fig. 10은 박리의 중심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앞에서 말

했듯이 가 짧을 경우 하나의 박리만 생성이 되지만 

가 길어질수록 head의 영향으로 생기는 FV와 tail의 영향으로 생

기는 RV로 분리 되어 가면서 중심위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박리가 나누어 졌다고 생각하는 pattern2의 경우를 보면 

  이상에서 RV의 방향위치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xisymmetric body의 특성을 으로 이해 될 수 

있다. Start point는 각 pattern에서 가 가장 작은 경우의 

위치를 표시하여 준 것이다.

Fig. 11은 박리의 방향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적으

로 보면 뒤에서 나오는 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 Length of separation

Fig. 12 Height of separation

Fig. 12는 박리의 높이를 나타낸 것으로 pattern1의 경우 약간

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pattern2로 나누어지면서 높

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3.2 Cylindrical Bluff Body의 

 


 



다음은 cylindrical bluff body의 

 


 


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Body 특성상 
의 경우 body의 앞면과 뒷면만이 

항력에 영향을 주고 

는 body의 옆면만이 항력에 영향을 미침

으로 3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Fig. 13은 FB의 

분포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같은 양상

을 보이고 그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Fig. 13의 확대된 부분을 보

면   까지는 
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지만 

   또는 이상 부근에서는 균일한 분포를 나타낸다. 

Fig. 14는 RB의 
분포를 보여 준다.   부근까지 

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지만   이상 부근에서는 균

일한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FB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3 

 distribution of fore body

Fig. 14 
 distribution of rear body



Fig. 15는 SB의 
분포를 보여준다. Body의 길이는 로 

무차원화 하였다.  ∼ 구간에서는 박리가 SB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는 박리가 body에 reattach되어



양의 값을 가지며 가 커지면서 양의 값을 가지는 구간

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5 
 distribution of side body

Fig. 16은 cylindrical bluff body의  
분포를 보

여준다. Fig. 13, 14에서 보듯이 

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 구간에서 transient구간을 가지고, ≒

에서 minimum값을 가짐을 보인다. 또한   이상 부근에

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균일한 값을 가짐을 보인다. 

의 경우 

  이하에서는 
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가 증가함에 따라 

도 증가함으로서 


도 

결과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계산 결과 내의 항력은 
가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Fig. 16  
 of cylindrical bluff body

본 연구에서 항력계수를 침수표면적(wetted surface area)이 

아니라 전면 투영면적(frontal area)으로 무차원화 한 것을 상기

하면 이와 같은 항력계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HOERNER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볼 수 있다. 

4. Cylindrical Rounding Body주위의 

유동

본장에서는 기존의 cylindrical bluff body와 같이 균일 유동장 

안에 놓여있고, 원통 앞면의 중심을 좌표계의 원점으로 잡아, 중

심축을 따라 원통의 길이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반경 방

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다. 유동의 유입되는 부분의 head

부분을 반지름이 인 원형으로 모깎기(rounding, Fig. 17)을 하

였다.

Fig. 17 Model and coordinate system for cylindrical rounding body

Fig. 18 Structured grid system for cylindrical rounding body

Axisymmetric계산을 수행하였고, 격자의 유입경계는  , 외

부경계는  , 유출경계는 로 생성하였다. 의 크기

에 따라 격자수는 ∼개, 축대칭 조건을 적용한 

차원 정렬격자로 생성하였다.

4.1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박리

의 변화에 따른 유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에 대하여 를 변화 시켜 가면서 수치해석을 시행하였다. 

가 작은 경우 앞에서 살펴본 cylindrical bluff body와 같이 2개

의 박리가 생성이 된다. Fig. 19, 20에서 보듯이 일정한 를 넘

어 서면 head에서는 streamline body와 같이 FV가 사라지고 tail

의 영향으로 인한 RV만 남게 된다. 또한   인 경우 

  ∼ 사이에서 FV가 사라지고  



Fig. 19 Separation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Fig. 20 Separation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인 경우   ∼ 사이에서 FV가 사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이 두 경우를 보았을 때 가 증가 하였을 시 

더 큰 의 값을 필요로 한다.

4.2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Fig. 21, 22는    인 경우 FB의 분포를 보여

준다.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경우 가 커짐에 따라 FB에

서의 최대음압이 감소하다 박리가 사라지는 순간인  

에서 가장 낮은 최대음압을 보인다. 그 후 최대 음압은 

다시 증가하지만 음압의 분포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의 경우 또한   에서 박리가 사라짐으로

서 가장 낮은 최대 음압을 보임을 볼 수 있다. 

Fig. 21 

 distribution of fore body(  )

Fig. 22 

 distribution of fore body(  )

Fig. 23, 24는    인 경우 RB의 

분포를 보여

준다. 

Cylindrical bluff body의 경우와 같이 body의 길이가 짧고, 

가 작을 경우 head에서 발생한 박리가 body의 전체를 감싼

다. 이로 인해 RB의 
의 변화는    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인 경우(Fig. 23) head에 의해 생긴 FV는 

가 작은 경우 body에 reattach되지 않고 cylindrical bluff 

body의 ≒이하의 body에서처럼 하나의 박리를 가진다. 

또한 head에서 생긴 박리의 영향으로 가 작을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다.   수준까지 


는 증가하다 

의 영향으로 작아진 FV가 body에 reattach하면서 다시 감

소한다.   ∼ 구간에서는 cylindrical bluff 

body의 ≒구간에서와 비슷한 양상인 

의 균일한 분

포를 보여준다.

  의 경우(Fig. 24) 의 크기과 상관없이 head에 

의해 생긴 FV가 body에 reattach되고 난후 tail의 영향으로 RV가 

생긴다. 즉 cylindrical bluff body의   이상에서처럼 두 

Fig. 23 

 distribution of rear body(  )



Fig. 24   distribution of rear body(  )

개의 박리로 나누어진다.   부터 
는 감소하는 것

을 보인다. 또한 박리가 사라진   이후 구간에서는 

균일한 분포를 보여준다. 

Fig. 25~27는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인 

경우 SB의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인 경우   이하의 구간에서는 

FV의 영향으로 
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구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V가 막 사라진   ∼ 구간

에서는 급격한 

의 증가를 보인다. 이는 작은 구간을 지나면

서 급격한 압력의 감소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것을 Fig. 21, 22로 부터 알 수 있다. 또한  

이후 FV가 사라짐으로 음의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5 
 distribution of side body(  )

  의 경우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의 크기와 상관없이 FV가 body에 reattach된 후 

는 양

의 값을 보이고   이후   과 같이 양의 


값을 보인다.

Fig. 26 

 distribution of side body(  )

Fig. 27 
 distribution of side body

(    ∼)

Fig. 28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Fig. 28은    의 body에서의 

 


 


를 

보여준다. 의 값이 커짐에 따라 FV가 작아지고 

의 값이 

감소한다. FV가 사라지는 구간을 지나면 압력이 거의 변하

지 않는 일정한 구간을 가짐을 보인다. Cylindrical bluff body와 

다르게 transient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일 때 가 작은 FV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FV가 body

에 reattach하고 가 커질수록 FV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29는   인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에 따른 
 

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Cylindrical 

bluff body에서와 다르게 가 증가함에 따라 
가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듯이 FB와 RB의 압력 값은 

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RB의 압력 증가

량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에서 가 증가할수록 


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는 FV가 없는 

body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L/D fore body pressure rear body pressure

1 97.5674 Pa -36.9184 Pa

2 98.8778 Pa -30.5516 Pa

2.5 99.1884 Pa -29.2671 Pa

3 99.3966 Pa -28.3943 Pa

5 99.7993 Pa -26.5500 Pa

8 99.9380 Pa -25.2886 Pa

10 99.9696 Pa -24.7744 Pa

16 100.0001 Pa -23.7478 Pa

Table 3 Fore and rear body`s section pressure 

Fig. 29  
 of cylindrical rounding body

(  )

5.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동방향으로 놓인 cylindrical bluff body와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유동특성의 살펴보았다. 주요 

parameter를 와 를 선택하고, 무차원화된 값을 비교

하기 위하여 면적을 직경이 1인 frontal area로 하였으며, 속도를 

1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  을 사용하였다.

박리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cylindrical bluff body의 

경우   ∼부근에서 drag의 minimum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박리가 두 개의 박리로 나누어지면서 생기

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적게는   이상에서, 크게는 

  이상에서 

의 값이 일정해 짐을 볼 수 있다. 또한 

계산범위 내의 
의 값이 

의 값보다 약 배 이상 큼으로 

항력의 대부분은 

임을 알 수 있다.

Body의 head의 영향으로 생기는 박리를 회피하기위한 

cylindrical rounding body의 경우    에 대하여 

를 변화 시켜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인 경

우   ,   인 경우   에서 

박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를 고정시

키고 를 변화시킨 경우 값이 cylindrical bluff body의 

약15%수준으로 이는 head로 인해 생기는 박리를 회피할 경우 

항력을 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 경우 

  이상에서는  cylindrical bluff body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값이 크게 줄어들어 ≒이상에서는 

가 

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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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저항 및 운동성능 개선을 위한 

웨지형 부가물 연구

정재환, 윤현식, 김문찬, 이원준, 문원준 (부산대학교), 장재영 (삼성테크윈)

요 약

고속에서 운항되는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운동 및 저항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웨지(wedge)형 부가물을 전산해석을 통

해 평가하였다. 웨지의 설계변수는 길이, 각도로 하였으며  ,   와  ,   그리고  ,   로 세가

지 웨지 형상을 고려하였다. 웨지형 부가물의 형상변화에 따른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운동 및 저항 성능평가를 위해 유체-장갑차의

연성을 고려한 운동 및 이상유체의 점성유동 해석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해석결과를 통해서  ,   일 때 기준 선형 대비 가

장 높은 저항 감소와 과도한 종동요(pitch) 각을 억제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Fully-planing type(활주형), wedge type appendage (웨지형 부가물), 이상점성유동(two-phase viscous flow), 유체-구조연성

(fluid-structure interaction)

1. 서 론

상륙돌격장갑차(AAV7A1)는 모함에서 육상으로 상륙작전 시 

공격 및 생존성을 보유한 장비로써, 병력, 장비 및 보급품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AV7A1은 400마력의 힘을 낼 수 있

는 엔진과 해상에서 추진장치로 사용되는 워터제트추진장치

(water-jet), 해상운행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익장

치(rotary bow plane kit, RBPK)가 장착 되어 있어 기존의 상륙 

장비인 landing vehicle tracked(LVT) 보다 방호력, 육·해상 기동

성능 및 해상운행 안전성 등이 우수하다. 하지만, 높은 출력의 

동력원과 효율이 우수한 해상추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AAV7A1

의 해상에서 최대선속은 13.2km/h 이다. 이는 미국의 advanced 

assult amphibious vehicle(AAAV)의 최대선속이 46km/h(약 

25knots)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마력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반드

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작전 목적에 맞는 새로운 장갑

차 선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대선속을 내기 위해서 고

려될 수 있는 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활주형

(fully-planing type)선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주형선의 경우 고속에서 운항되어지기 때문에 부가물이 없

이 운항할 경우 과도한 트림으로 인해 운동 및 저항성능에 악영

향을 끼칠 수가 있다. 따라서 활주형선의 운동 및 저항성능을 개

선시키기 위한 부가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umming et al., 

2006; Karafiath et al. 1999; Jang et al. 2009; Lee et al. 

2006; Thornhill et al. 2008).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고속 선

박에 대한 부가물 연구로서 수륙양용 장갑차에 대한 부가물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렵거나 군사보안 문제로 열

람이 제한되어 있다. 부가물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실험적 연구

와 수치적 연구가 있는데 실험적 연구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 문

제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수치적 연구들이 함께 고려

되고 있다. 수치적 연구에 있어, 점성유동장을 고려한 기존 수치

해석 기법으로는 유체와 활주형선의 연성을 통한 운동 및 유동해

석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고정된 활주형선에 대한 

부가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Lee et al. 2006; Jang et 

al. 2009; Thornhill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유체-장갑차의 연성을 통

한 운동 및 유동해석을 동시 수행하여, 웨지형 부가물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웨지형 부가물이 고속에서 운항되는 활주형선의 

운동 및 저항성능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위를 고속에서 운항하는 활주형 수륙

양용장갑차 주위 유동과 종동요와 상하요 운동을 수치해석 하기 

위하여 유한 체적법에 근거한 범용 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지배방정식은 3차원 비정상 

비압축성 유체의 질량 및 운동량 보존식으로써 연속(continuity) 

방정식은 식(1)과 같으며, 난류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레이놀즈 평균한 방정식인 RANS 방정

식은 식(2)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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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시간, 는 유속, 는 압력,  

는 유체 점성계수,  는 중력 가속도,  는 외력항이다.  식 

(2)의 ′′는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 항으로 본 연구

에서는 Realizable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3차원 수조에 부분적으로 차있는 유체는 서로 다른 상을 가지

는 이상유체(two-phase)로 고려하였으며 유체의 계면을 추적하

는 방법으로 VOF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대류항(convection term)

은 second order upwind scheme을 사용하였다. 수렴판정은 연

속방정식 및  운동량방정식의 잔류오차(residual)값이 이하

가 되면 수렴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된 수치

해석 방법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Star-CCM+ User Guide 

(6.06, 2010)를 참고할 수 있다.

2.2 해석대상 및 격자 시스템

Fig. 1은 단순화된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를 나타낸다. 모델

화된 활주형선은 실선스케일을 따르며 결과 값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수치해석을 위해서 고려되어진 해석영역과 

격자구성을 나타낸다. 정도 높은 해석을 위하여 정렬격자를 사용

하였으며 유동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활주형선 주위 영역

과 자유수면에 격자를 집중시켰다. 사용된 격자수는 총 80만개이

며 x-z 평면에 대하여 좌우 대칭 형상이므로 대칭 형상의 반쪽에 

대해서만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2.3 활주형선의 운동 방정식

강체의 6 자유도 운동은 전후 동요, 좌우 동요, 상하 동요을 

Fig. 1 Geometry of simplified fully-planing hull

Fig. 2 Grid distribution

구현하는 선형운동량 방정식과 횡동요, 종동요, 선수 동요를 구

현하는 각운동량 방정식으로 식 (3)과 (4)로 각각 나타낼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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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와 

 는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중력작용 

중심점 CG(center of gravity)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각각 의

미하며, i는 운동 방향 성분을 나타낸다. 은 질량을 나타내고, 

 는 관성 모멘트를 나타내며, 
  와 

 는 장갑차의 병진

운동과 회전운동 변위를 각각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동요, 종동요 운동만을 허락한 2자유도 운

동을 고려하였으며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위치변화에 따른 

격자생성기법은 dynamic mesh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활주형

선의 2자유도 운동만 고려하기 때문에 remeshing 기법과 같이 

매 계산스텝 마다 격자를 재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정렬격자를 구

성하여 정도 높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3. 해석결과

3.1 설계변수 변경에 따른 웨지 형상 및 설치위치



웨지의 설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적립된 설계 가이드라인이 

없어 유사선에 적용된 웨지 형상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적으로 고려되는 웨지의 설계변수는 웨지 각도와 길이가 되며 웨

지 설계변수의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Karafiath et al.(1999)으

로부터 참고 되어졌다. 웨지의 설계변수의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

해 웨지의 길이, 각도를 각각 달리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여

기서 은 활주형선의 길이와 선미 웨지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는 웨지 각도를 의미한다. Case 1과 Case 2의 

경우 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값을 적용하였으며 Case 3은 고속

에서 운항 시 발생되는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과도한 종동요 

운동을 고려하여 Case 1, 2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설계변수 값

을 부여하였다.

Fig. 3에 보인 바와 같이 장갑차의 바닥 끝 부근에 웨지를 설

치할 경우, 선수가 위·아래로 요동하는 porpoising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웨지 주위 유동흐름의 변화를 유도한 양력발생을 통해 

과도한 트림의 발생을 억제하여 활주형선의 저항을 감소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3.2 운동성능 분석

설계된 웨지들의 영양성 평가를 위하여 선속의 변화에 따른 

종동요 성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종동요 각()은 해

석 case들의 종동요 각 중 가장 작은 종동요각()으로 나누

어 종동요 각 비율(ratio)로 나타내었다. 웨지가 적용된 모든 케

이스들은 기준선 대비 종동요 각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

리고 case 3에서 종동요 각 감소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Fig. 4를 통해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

계 변수인 case 1과 case2의 경우, 기준선형 대비 종동요 각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3 Configuration of stern wedge for three different 

types

Fig. 4 Nomalized pitch ratio

Fig. 5 Dimensionless resistance 

  Case 1, 2와 같이 선박에 적용되는 선미 웨지의 설계변수는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가 고속에서 과도한 종동요 각을 가지는 

문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3.3 저항성능 분석

다른 타입의 선미 웨지들이 적용된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저항 성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 나타낸 저항값



은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부력(

)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기

준선형의 경우 선속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종동요 각을 가지게 되

고 하부면에서 작용되어지는 압력항력이 증가하여 가장 큰 저항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km/h 이상의 선속에서 웨

지의 각도와 길이를 증가시킬수록 장갑차의 종동요 각은 작아져 

압력항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그로인해 저항이 감

소하는 것을 Fig.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se 3에서 최대선

속에서 가장 큰 저항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저속(20km/h)에서는 다른 케이스들에 대비하여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저항증가의 정도는 경미하므로 전

체적인 저항성능에는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하지만 활주형선의 종동요의 변화가 저항성능에 영향을 미

치므로 두 성능의 상호관계를 잘 고려하여 선미 웨지를 설계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에서 운항되는 활주형 수륙양용장갑차의 

운동 및 저항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웨지형 부가물을 

전산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웨지형 부가물의 형상변화에 따른 

활주형선의 운동 및 저항 성능평가를 위해 유체-장갑차의 연성

을 고려한 운동 및 점성유동해석을 동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고안된 웨지형 부가물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1) 웨지의 설계변수를 길이, 각도로 하여 고안된 세가지 형상

에 대해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중에서  , 

  일 때 기준 선형 대비 가장 높은 저항 감소와 과도한 종

동요 각을 억제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많이 적용되는 설계 변수 값인 

 ,   와  ,   의 경우, 활주형 수륙

양용장갑차가 고속에서 과도한 종동요 각을 가지는 문제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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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정수선형계획법을 이용한 복수무인잠수정의  

최적경로생성 연구 

 
김선홍(서울대학교), 김낙완(서울대학교), 문인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요 약 

 

 최근 심해 자원의 탐사나 해양 환경조사, 군사적 목적 등 인간이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임무의 수행에

있어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인잠수정이 수행할 임무의 설정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로의 생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 대의

무인잠수정이 아닌 복수의 무인잠수정을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임무수행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정수선형계획법(MILP :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여 복수무인잠수정의 최적경로생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적화 과정에서 장애물회피, 무인잠수정간의 충돌회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로점 도달 등을

제약조건으로 설정하고 임무의 성격에 따라 에너지소모와 임무완료시간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복수무인잠수정의 최적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UUV(무인잠수정), MILP(혼합정수선형계획법), Path planning(경로계획법) 

 

1. 서 론 

 

무인잠수정(UUV)은 사람이 직접 잠수체에 타지 않고 

통제와 동력을 전달하는 줄 없이 스스로 움직이기 위한 

제어장치를 갖추고 수중을 항해하며 활동하는 잠수체를 

말한다. 무인잠수정은 심해 자원의 탐사와 해양 환경조사, 

군사적인 목적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국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80년 대 이후 다목적 무인잠수정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에서의 

UUV는 적 해양지역의 정찰과 감시, 부설된 기뢰의 탐지와 

제거, 나아가 전투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전투 지원 등 21세기 

해양에서의 전쟁 양상을 크게 바꿀 선진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해양 환경과 심해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UUV를 통한 해양 환경조사, 해저 지도 제작 지원, 

해양플랫폼의 유지 보수 등의 임무수행능력은 해양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 분야에서는 복수 UAV(Unmanned Aircraft 

Vehicle)의 경로계획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혼합정수계획법(MILP)을 이용한 복수무인기의 경로계획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Schouwenaars et al., 2001;  Richards 

and How 2002). 항주형 AUV에 대한 기술은 1990 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 분야는 크게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경로계획 및 제어, 수중항법, 수중도킹 등이 

있다(전봉환 등, 2009). 국내에서는 장애물 회피를 고려한 

무인잠수정의 호밍 경로계획(Sung-kook Park et al., 2008)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무인잠수정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최적화된 경로생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인잠수정의 

운용 목적에 따라 주어진 임무지역을 탐사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임무수행지역은 경로점으로 지정하여 경로 

중간에 반드시 거치게 하였고 적 군함, 잠수함의 공격 반경이나 

해저 지형 등 UUV가 지나갈 수 없는 영역을 장애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수무인잠수정이 운용되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 무인잠수정끼리의 충돌회피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적화 방법은 혼합정수계획법(MILP)을 

사용하였고 변수들을 정수와 이진수(0 또는 1), 실수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선형계획법보다 

계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인잠수정의 위치, 

속도, 제어입력 등 상태변수들은 실수 값을 갖는 변수로 

표현하고 장애물 회피, 충돌회피, 경로점 도달 관련 변수들은 

이진수로 표현하였다. 혼합정수계획법은 선형계획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식은 모두 선형으로 표현되고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최적화 tool은 IBM사의 CPLEX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장에서는 무인잠수정 동역학의 근사화를 다루었고 3장, 

4장에서는 최적화에 사용되는 제약조건과 목적함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다룬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복수무인잠수정의 최적경로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2. 무인잠수정 동역학의 근사화 

 

본 논문에서는 무인잠수정의 항주시 정해진 심도를 

유지하며 탐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였다. 무인잠수정간의 

충돌회피나 장애물을 회피할 때 Z축 방향의 운동은 

X-Y평면에서 보다 더 많은 에너지의 소모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무인잠수정은 일정한 수심에서 생성된 2차원 

평면상의 최적경로를 추종하게 된다. 무인잠수정을 속도와 

작용하는 힘의 제한에 의하여 운동하는 질점으로 가정한다. 

무인잠수정의 순간 각속도는 작용하는 힘이 속도에 직각일 

때 최대가 된다.  

 

f

mV
ω ≤                          (1) 

 

또한 무인잠수정에 작용하는 힘과 속도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선회율은 식(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ax

max

max

f

mV
ω =

                         (2) 

 

N대의 복수무인잠수정이 있을 때 각각의 무인잠수정은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질점이라 가정한다. 무인잠수정 

p의 위치, 속도 벡터는 시간 i 일 때 ( , )
ip ip

x y , 

( , )
xip yip

v v 로 표현되며 상태벡터 s
ip

를 구성한다. 각각의 

무인잠수정은 X축 ,Y축 방향으로 독립된 제어입력 

( , )
xip yip
f f 을 받고 제어입력벡터 f

ip
을 구성한다. N대의 

무인잠수정과 T 개의 time step이 있을 때 이산화된 

무인잠수정의 동역학은 다음과 같이 선형으로 표현된다.  

 

( 1)

[1... ]  [1... ]

s A s B f
i p p ip p ip

p N i T

+

∀ ∈ ∀ ∈

= +

                 (3) 

 

 

 

3. 최적경로계획법의 제약조건 

 

3.1 제어입력과 속도의 제약조건 

 

무인잠수정의 속도와 제어입력의 크기는 무인잠수정의 

설비와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2차원 평면에서 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선형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근사화된 

식을 사용한다.  

 

max

[1... ]  [1... 1]  [1... ]

2 2
sin( ) cos( )

xip yip

p N i T m M

m m
f f f

M M

π π

∀ ∈ ∀ ∈ − ∀ ∈

+ ≤

              (4) 

 

max

[1... ]  [1... 1]  [1... ]

2 2
sin( ) cos( )

xip yip

p N i T m M

m m
v v v

M M

π π

∀ ∈ ∀ ∈ − ∀ ∈

+ ≤

              (5) 

 

M은 다각형을 원에 근사화 하기 위한 임의의 

양의정수이고 M이 클 수록 다각형은 원에 근사해 진다. 

 

3.2 장애물 회피 제약조건 

 

무인잠수정이 임무를 수행할 때 지형에 의한 장애물이나 

위험지역 등 항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무인잠수정의 경로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가 

되어야 한다. 항주가 불가능한 지역을 모두 장애물로 

간주하고 장애물의 형태를 직사각형으로 근사화한다. 

직사각형의 왼쪽 아래 점을 
min min

( , )X Y , 오른쪽 위 점을 

max max
( , )X Y 라고 하면 j개의 장애물이 존재할 때 장애물은 

1 2 3 4 min min max max
[ ] [ ]

j j j j
O O O O X Y X Y= 와 같이 표현된다. 

z
N 개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시간 i 일 때 무인잠수정이 

장애물 j를 피하기 위한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3 1

1 2

4 3

2 4

4

1

[1... ]  [1... ]  [1... ]

        

and  

and  

and  

and  3

z

ip j jpi

j ip jpi

ip j jpi

j ip jpi

jpiz

z

p N i T j N

x O Rc

O x Rc

y O Rc

O x Rc

c
=

∀ ∈ ∀ ∈ ∀ ∈

− ≥ −

− ≥ −

− ≥ −

− ≥ −

≤∑

                (6) 

 

jpi z
c 는 0 또는 1만 될 수 있는 이진수이고 R은 

무인잠수정의 속도에 비해 큰 수이다. 4가지의 제약조건은 



무인잠수정 p가 시간 i에 장애물 j를 z방향(각각 +X, +Y, -X, 

-Y)으로 회피하는 제약조건이다. 0
jpi z

c = 이면 

무인잠수정은 Z방향으로 회피를 해야 하고 1
jpi z

c = 이면 

Z방향으로 장애물 회피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마지막 식은 

장애물 회피를 나타내는 이진수의 합이 최소 3이 되어야 

하므로 무인잠수정은 최소한 한 방향으로는 장애물을 

회피하게 된다.  

 

3.2.1 장애물 완충지대 설정 

 

 무인잠수정의 최적경로를 생성할 때 일정한 시간간격(time 

step)을 두고 무인잠수정의 상태를 계산하기 때문에 각 time 

step에서는 장애물을 회피하지만 실제로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ime step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모든 제약조건을 

그만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적화에 걸리는 계산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무인잠수정이 time step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최대 거리만큼 장애물을 크게 인식하는 

buffer zone을 도입하여 장애물 회피 제약조건을 수행하게 

하였다. Fig.1의 좌측은 buffer zone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무인잠수정의 경로가 장애물을 지나가는 경우이고 우측은 

buffer zone 설정 후의 무인잠수정의 경로이다. 하나의 

시간간격 사이에 무인잠수정이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는 

max
V dt× 이고 무인잠수정이 장애물과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때의 각도는 45°이다. 이 때 buffer zone의 크기는 

max

1
cos( )

2 4
V dt

π
이다. 

 

 
Fig. 1 Obstacle buffer zone 

 

3.3 무인잠수정간의 충돌회피 제약조건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무인잠수정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항주시에 무인잠수정간의 충돌회피가 

필요하다. 무인잠수정 p와 q의 충돌회피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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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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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1

[1... ]  ,   

        

and  

and  y

and  y

and  3

ip ip ipq

iq ip ipq

ip iq i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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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qk

k

i T p q q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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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d Rc

x d Rc

y d Rc

c
=

∀ ∈ ∀ >

− ≥ −

− ≥ −

− ≥ −

− ≥ −

≤∑

                           (7) 

 

ipqkc 는 0 또는 1로만 선택이 가능한 이진수 이고 0ipqkc =

이면 임의의 시간 i에 대하여 무인잠수정 p와 q는 k방향으로 

d만큼 거리를 유지한다. 마지막 제약조건으로 인해 최소한 

한 방향으로는 충돌회피를 하게 된다.  

 

3.4 출발점 및 최종점 도달 제약조건 

 

 무인잠수정은 항주를 시작하는 출발점과 임무를 완료하고 

도착해야 하는 최종점이 있다. 출발점의 위치를 ( , )
px py

S S

라고 하면 출발점에 대한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

1

1

[1... ]  

       0

and   0

and   0

and   0

p px

p px

p py

p py

p N

x S

x S

y S

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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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8) 

 

 위 제약조건에 의하여 무인잠수정 p의 첫 번째 time 

step에서의 위치는 출발점과 같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종점의 위치를 ( , )
Fp Fp
x y 라 하면 최종점 도달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 ]  [1... ]  

          (1 )

and   (1 )

and     (1 )

and  (1 )

[1... ]   1

p

p

p

p

p

ip Fp F ip

ip Fp F ip

ip Fp F ip

ip Fp F ip

T

F ip

i

p N i T

x x R b

x x R b

y y R b

y y R b

p N b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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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p
F ip
b 는 역시 이진수이고 1

p
F ip
b = 이면 그때의 time 

step에서 무인잠수정 p는 최종점에 도달하게 된다. 

전체임무완료 시간은 모든 무인잠수정의 임무가 완료되는 



시간, 즉, 각각의 무인잠수정의 임무완료시간 가운데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1... ]  

p

T

Fp F ip

i

p N

T i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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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3.5 경로점 도달 제약조건 

 

무인잠수정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지점을 

경로점으로 생각하고 경로점을 지났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각의 무인잠수정은 그 용도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여되는 임무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최적경로를 생성할 때 각각의 무인잠수정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로점이 주어지고 이 경로점을 

지나면서 최종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경로점에 도달하는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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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N 개의 경로점 중에 ω 번 째 경로점의 좌표는 

( , )
x y

W W
ω ω

이다. 
pi

b
ω

가 1이면 무인잠수정 p는 시간 i일 

때 경로점에 도달하게 된다. 무인잠수정이 지나야할 

경로점이 할당되면 모든 time step안에 그 경로점을 지나야 

하고 한 번 이상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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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로점에 도달하는 시간들 중에 가장 늦은 시간보다 

최종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늦게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약조건을 더 추가한다.  

 

[1... ]  [1... ]  [1... ]  W

pi Fp

p N i T N

i b T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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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4. 목적함수 설정 

 

최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적함수의 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잠수정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목적함수에 포함시켰다.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1 1

min   ( )
p

T N

xip yip F

i p

J f f Tα β
= =

= + +∑∑                  (14) 

 

p
F

T 는 임무완료시간이고 
xip yip
f f+ 는 각 time step에서의 

무인잠수정에 작용한 제어입력의 합이다. 제어입력의 합은 

무인잠수정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최소화로 생각할 수 있고 

p
F

T 는 임무완료시간의 최소화로 볼 수 있다. α , β 는 각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weight를 설정한 것이다.  

 

4.1 목적함수의 선형화 

 

제어입력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하기 위해서는 목적함수의 

선형화가 필요하다. 절대값은 비선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이 

이를 선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변수와 제약조건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변수를 ε 이라고 

하면 ε 을 두 개의 양의 값을 갖는 변수의 차로 표현한다.  

 

, 0

ε ε ε

ε ε

+ −

+ −

= −

≥

                                               (15) 

 

만약 두 변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된다면 절대값은 

선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0if

ε ε ε ε ε ε ε

ε ε

+ − + − + −

+ −

= − = + = +

× =

                     (16) 

 

절대값을 선형으로 표현하였지만 식 (16)에서 추가된 

제약조건( 0ε ε+ −

× = ) 역시 비선형이다. 하지만 

목적함수가 최소화 하는 것이 절대값을 가진 변수라면 

(16)의 첫 번째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변수 중에서 하나의 

값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목적함수의 값을 크게 하기 

때문에 최적화의 해로써 선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16)의 

두 번째 비선형 제약조건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절대값을 

선형으로 만들 수 있다. 

 

 



5. 최적경로 시뮬레이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최적경로생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간간격(time step)은 3초로 

지정하였다. Table. 1은 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을 보여준다. 

Fig. 2와 Fig.3은 각각 에너지 소모의 최소화만을 

목적함수로 고려하는 경우( 1α = , 0β = )와 

임무완료시간의 최소화만을 고려한 경우( 0α = , 1β = )다. 

 

Table.1 Condition of simulation 

Condition 수치 

무인잠수정 수  4 

임무지점 수  5 

최대 각속도 7 (deg/sec) 

최대 속력 10 (m/s) 

 

 
Fig.2 Multi UUV path planning considering energy 

consumption only 

 

 4대의 무인잠수정은 각각 주어진 경로점을 거쳐서 

최종목적지에 도달한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직사각형은 

UUV가 피해야 할 장애물을 나타내고 그 주위에 투명한 

박스는 장애물 buffer zone을 나타낸다. *는 매 time step 

에서의 무인잠수정의 위치를 나타낸다. 각 time step마다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UUV의 위치와 속도가 계산되어 경로를 생성한다. 모든 

경로에서 장애물 회피와 무인잠수정 간의 충돌회피가 

수행되고 있다.  

 Fig.2의 에너지 소모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X, Y 축으로의 이동이 크지 않고 최종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time step의 수)이 길고 시간간격의 

사이가 좁다. 즉, 최대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경로를 

생성한다. 중간에 간격이 조밀해지는 부분은 무인잠수정 

사이의 경로가 겹치는 부분에서 충돌회피를 수행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점이 가까워 질 때는 

시간간격 사이가 조밀해 지는 것으로 보아  제어입력을 거의 

쓰지 않고 관성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Fig.3의 임무완료시간 최소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UUV의 경로가 에너지 소모만을 고려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곡률이 크고 시간간격 사이의 길이가 일정하다. 

시간간격 사이가 일정한 것은 최대 속력을 유지하며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이고 경로의 곡률이 큰 것은 최대 회전 

각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속력을 유지하면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곡률이 큰 경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Fig.3 Multi UUV path planning considering final time only 

 

 임무의 성격에 따라 에너지소모와 임무완료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목적함수에서 

에너지소모와 임무완료시간에 대한 중요도 값인 α , β 를 

각각 0.5α = , 0.5β = 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4 Multi UUV path planning considering both final time 



and energy consumption 

 

 에너지 소모와 임무완료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는 

곡률과 시간 간격 사이의 길이, 최종점 근처에서의 운동이 

최적경로가 에너지소모만을 고려한 것과 임무완료시간만을 

고려한 것의 중간 형태를 보여준다. 더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Table.2에 임무완료에 걸린 시간, 제어입력의 합을 

나타내었다.  

 

Table.2 Final time and energy consumption  

수치 
1α =  

0β =
 

0α =  

1β =
 

0.5α =  

0.5β =
 

임무완료시간 

(sec) 
60 51  54  

제어입력의 합 53.73 104.79 58.64 

 

 임무완료시간은 임무완료시간만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짧고 제어입력의 합은 에너지 소모만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적다. 둘 다 고려한 경우는 모두 중간의 값을 가지고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복수무인잠수정의 임무수행을 위한 

최적화된 경로생성을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최적화에는 혼합정수선형계획법(MILP)을 사용하였다. 

무인잠수정의 동역학적 제약조건, 충돌회피, 장애물회피, 

경로점 도달 등을 제약조건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소모, 

임무완료 시간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경로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식은 선형으로 표현하거나 근사화 시켰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목적함수에 따른 최적화된 경로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무인잠수정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α ,β 의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경로를 

생성할 필요성이 있다.  임무완료시간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경로를 생성하는데 소모된 제어입력의 크기가 에너지 

소모만을 고려한 경우의 약 2배 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이익에 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사작전이나 시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임무가 아닌 학문적인 조사나 해양 환경 탐사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차후에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이나 

이론을 통해 생성된 최적경로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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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이용한 여객선 내 Car-Deck Ventilation 거동 해석 

 
지혜련(대우조선해양), 황윤식(대우조선해양), 이상훈(대우조선해양) 

 

 

요 약 

 

Ro-Pax 는 여객과 더불어 승용차, 트레일러, 컨테이너 등의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승용차와 함께 탑승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Car-Deck 공간은 시간당 일정수의 공기 순환이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운용 조건에 따라

Ventilation Fan 들의 작동 모드를 달리하여 설계하고, 각 조건에서의 공기 유동이 설계단계에서 예상한 바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Pax의 3가지 운용 조건에 따른 각 Deck 내의 유동 현상을

살펴보고, Ventilation 성능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Car-Deck 중앙부에 위치한 Main Entrance 구조물 후미의 국부적인 유동

정체 현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Car-Deck 내 위치한 Local Room 들의 Ventilation 성능

평가와 개선안을 도출해 보았다. 

 

Keywords: Ro-Pax(Roll-on Roll-off Passenger), Ventilation(통기), Car-Deck(차량갑판) 

 

  

1. 서 론 

 

본 연구는 길이 210m 급 Ro-Pax 에 대하여 승용차와 

함께 승선하는 승객 및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Car-deck 내 

Ventilation 성능이 만족 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Car-Deck 

내부는 선박의 운용 조건에 따라 시간당 일정량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 대상선의 각 Deck 에 설치된 

Fan 의 작동모드와 Lamp 개폐 상태에 따른 유동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설계 확정 및 생산에 앞서 공기 흐름이 설계 

의도대로 형성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Deck 에서의 

유동과, 그 유동이 다른 Deck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 

Car-Deck Ventilation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다. 국부적으로는 Car-deck 내부 형상 및 Fan의 

배치로 인해 공기 정체 구역(Air Pocket)의 형성이 우려 되어 

발생 여부를 사전 평가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CFD를 이용한 유동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car-Deck Ventilation 용 fan 의 작동 방향을 

변경하고,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환기 성능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Ro-Pax Car-Deck Ventilation 성능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 

 

 

2. 수치해석 

 

2.1 해석 조건 

 

해석 대상으로 고려된 Car-Deck 은 3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나, 운용 모드에 따른 

Lamp 개폐에 의해 하나의 큰 공간을 이루기도 한다. 차량의 

Loading/Un-Loading 경우에는 선수와 선미에 위치한 

Lamp 를 통해 외부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 되기도 한다. 적재되는 차량의 종류는 각 Deck에 

따라 다르며 아래에 Table 1 에 보인 바와 같다.  

 

Table 1 각 deck별 차량 적재 종류 

 Kind of Luggage 

Deck 6 Car 

Deck 4/5 Car/Trailer 

Deck 2/3 Trailer 

 

해석에 사용된 3-D 모델을 아래 Fig. 1 에 보인 것과 같이 

생성하였다. Car-Deck 의 선수와 선미 구역에 Ventilation 을 

위한 Fan이 설치 되고, Deck 6 의 선미에는 Natural 

Ventilation 을 위해 Louver 가 적용되어 있다. Deck 4/5 에 

위치한 Fan 은 방향 전환이 가능한 Reversible Fan 으로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적용되어 있다. 운항 조건에 따른 Car-Deck 내 공기 순환 

조건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차량의 

Loading/Un-Loading 에 따라 각 Deck 사이에 위치한 

Lamp 의 개폐 및 Fan 의 운용 모드, 그리고 시간당 

요구되는 공기 순환 횟수를 표기하였다.  

Car-Deck 내부의 시간당 공기 순환 횟수(ACH) 만족을 

위한 Fan 사양은 잘 선택된 것으로 가정하고, 3 가지 운용 

모드와 Fan 의 작동 방향을 고려하여 Car-Deck 내부 공기 

흐름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유동과 Car-Deck 내부에 

위치한 Local Room 의 Ventilation 성능을 함께 살펴보았다.  

 

2.2 수치해석 모델 

 

 해석을 위해 3차원 정상상태 비압축성으로 가정하였고, 

난류 현상 해석에는 Standard εκ − 모델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의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Fig. 1 Car-Deck Space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peration 

Condition 
Deck Fan 

Lamp 

open 
ACH 

Fore 

Loading 

Dk6 3-MS 2 way 

30 Dk5 4-MR/-6ME 1way 

Dk3 2-ME/1-MS 1way 

After 

Loading 

Dk6 3-MS 2 way 

30 Dk5 6-MS 1way 

Dk3 2-ME/1-MS 1way 

Sea-going

Dk6 1-MS Close 

10 Dk5 2-MS Close 

Dk3 1-MS/1-ME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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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입력-속도 연성은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운동량과 에너지 방정식은 1차 

상류차분 Scheme 을 사용하였다. 격자 생성 및 계산은 

상용 프로그램인 Gambit 과 Fluent 6.3.26 를 이용하여, 약 

220만개의 사면체와 육면체의 혼합격자로 구성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검토 

 

Ro-Pax 운용 조건에 따른 Ventilation 성능의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초기에는 차량 적재를 제외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 모델링과 수정된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재 검토 하였다.  

 

3.1 Fan 작동 모드에 따른 영향 

 

차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6번 Car-Deck 내 유동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Fore Loading Condition 의 경우 선수 

Fan 후단에 와류 영역이 크게 발생하고, Car-Deck 

중앙부에 위치한 Main Entrance 구조물 후방 유동이 

한쪽(좌현측)으로 치우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fter 

Loading 경우엔 보다 더 발달된 유선이 확인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Deck 6 

Lamp가 위치한 영역에 빠른 유속이 와류와 함께 분포됨을 

볼 수 있는데, 현상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공기 유량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았다. 

Fig. 3 은 6 번 Deck 에 위치한 Lamp 와 Louver 를 

통과하는 유량을 살펴 본 것으로, 선수에 위치한 Fan 에서 

Car-Deck 내부로 유입되는 유량의 대부분이 Louver 까지 

도달 하지 못한 채 Lamp 로 빠져 나감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After Loading 에 비해 Fore Loading 이 그러한 

경향이 심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Deck 6 Lamp 위치가 

선수와 비교적 가깝고, 차량 Loading을 위해 외부로 개방된 

Deck 6 - Lamp 

Aft Lamp 

Deck 2/3 - Lamp 

Fore Lamp 



Deck 4/5 의 선수 Lamp로 손실되는 공기량이 After 

Loading 에 비해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 Deck 6 선수부에 위치한 Supply 

Fan 을 Exhaust Fan 으로 변경해 보았다. 

 

 
Color by Velocity 

Fig. 2 Air Flow Path Line by Mechanical Sup. Fan  

 

 
Fig. 3 Volume Flow Rate by Loading Condition 

 

Fig. 4 는 Deck 6 선수 Fan 을 Exhaust Fan 으로 

변경하였을 때의 Car-Deck 내부 유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Supply Fan 일 경우에 비해 유선이 충분히 발달됨을 확인 

할 수 있고, Car-Deck 형상으로 인한 와류 영역이 거의 

사라졌음은 물론 전체적으로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5 에서는 Fan 작동 방향 변경에 따라 Deck 6 

내 설치된 Lamp 를 통한 공기량이 거의 사라지고 선미 

Louver 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량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4 Air Flow Path Line by Mechanical Exh. Fan 

 

 
Fig. 5 Volume Flow Rate by Loading Condition 

 

3.2 Ventilation 성능 검토 

 

앞서 수행한 검토를 통해 선박의 운용 조건에 따른 Fan의 

작동 모드를 확정하고, 보다 실제 설계와 가까운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적재한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추가 검토 사항으로 Car-Deck 양 측면에 

위치한 Local Room 을 고려하고 Deck 6 Louver 후방이 

완전 개방형이 아님에 따라 실제 유동의 유효 면적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 에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Fig. 6 Cargo Hold Space with Car 

 

3.2.1 차량 적재에 따른 Car-Deck Ventilation 성능 검토 

 

차량 적재에 따른 국부적인 유동 정체 현상 파악을 위해 

각 Deck 에서 일정 높이의 수평면에서 속도 Contour를 

살펴보았고, Fig. 7 에 나타내었다. 속도 Contour는 0~1m/s 

범위 내에서 도시하였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속도가 높은 

영역에 해당한다. Fan 용량이 절반 정도로 감소되는 

Sea-Going Condition 을 제외하고 대부분 1m/s 이상의 

속도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Fore Loading 

 

After Loading 

 

Sea-going 

Fig. 7 Contour of Velocity 

 

3.2.2 Local Room Ventilation 성능 검토 

 

각 Deck 에 위치한 Local Room 의 Ventilation 성능 개선 

방안의 효과를 Fig. 8 과 Fig. 9 에 각각 나타내었다. 

0~2m/s 범위의 속도 벡터로 도시하였는데, Deck 6 에 

위치한 Local Room은 기존 Opening의 크기가 Room 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추가 Opening 설치는 

선박의 운용 모드에 관계 없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Velocity Vectors of Local Room on Deck 6  

 

반면 Deck 4/5 의 Local Room의 경우 추가 Opening의 

유무에 따라 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Room 크기에 

비해 Opening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Deck 4/5 에 

위치한 Trailer로 인해 유동 방향이 한 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Room 내로 들어간 유동이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fter Loading Condition 은 추가 

Opening 과 관계 없이 유동이 잘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선수방향으로 치우친 Opening의 위치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Velocity Vectors of Local Room on Deck 4/5  

 

4. 결 론 

 

Ro-Pax 의 Car-Deck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해 운용 

모드에 따른 Ventilation 성능을 검토하였다. 초기 설계 

개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Deck 간을 연결하는 Lamp 에 

의해 Ventilation 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Fan 작동 방향을 바꾸는 등의 시도를 통하여 

Ventilation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본 검토를 통해 

Ro-Pax 운용 모드에 의한 Car-Deck 내 Fan의 작동에 대한 

이해와 Ventilation 효과를 판단하고, 설계 개선에 수치해석 

기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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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자세 측정 센서 적용 고속 무인 잠수정 

자동 조타 기법 검증 

황아롬(거제대학교), 윤선일(LIG 넥스원), 김문환(LIG넥스원)

요 약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have many applications in scientific, military, and commercial area due to its 

autonomy. In many cases, the underwater vehicle usually adopts the control algorithm based on the tactical inertial 

sensor for the precise control. However the control algorithm using the tactical inertial sensor is not suitable for some 

underwater vehicle’s missions as like the decoy of the torpedo. This paper proposes the control algorithm of unmanned

underwater vehicle which doesn’t needs the precise control. The control algorithm which is adopted with low cost 

MEMS inertial sensor is proposed for th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and the simulation using the specification of

the MEMS inertial sensor under developing is performed for the verification of control algorithm under real environment

and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s are presented.

Keywords : Unmaned underwater vehicle(무인잠수정), MEMS (마이크로 전기 기계 장치) AHRS (자세측정장치), Autopilot(자동 조종) 

1. 서 론

해양 플랜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석유 탐사 및 

시추 작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수중 작업에 잠수부를 대신하여 인

간에 위험한 환경에서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수중 운동체에 대

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는 새

로운 수중 운동체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Yuh 2000; Showalter 2004). 수중 운동체 중 운용

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스스로 자율 운항 로직에 의해서 운용 

가능한 무인잠수정(unmaned underwater vehicle)에 대한 수요는 

해양 플랜트 산업과 같은 민간 부분과 기뢰탐색작전과 같은 국방 

분야에서 증대하고 있다.(최중락 2007). 자율 운항해야 하는 무

인잠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운동 

및 위치를 제어하는 자율 제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

인잠수정의 항법과 자율제어 기술에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적으

로 진행되어 왔다 (김영식 등 2009; 황아롬 등 2008; 이판묵 등 

2008, 김준영 2006; 이판묵 등 2005). 무인잠수정에 탑재되는 

장비 중 운항 중인 무인잠수정의 관성 변화량을 측정하는 관성 

측정 장치는 항법과 자율 제어기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에 항법 기술과 자율 제어 기술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 소형 무인잠수정의 경우 대부분 탑재 공간(payload)

가 제한적이기에 소형 측정 장치를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를 만족하기 위하여 MEMS 기술을 적용한 자세 측정 장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윤선일 등 2009). 국방 분

야에서 사용되는 무인잠수정은 작전 성격에 따라서 길이 1미터 

내외 소형 무인 잠수정에 10노트 이상의 운항 속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주로 무인잠수정에 대한 연구는 민수용 무인잠수

정에 대하여 주로 진행되어 왔기에, 10 노트 이상으로 기동 가능

한 소형 무인 잠수정에 적용하기 위한 관성 측정 장치와 자율 자

세 제어 기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최근까지 소수 연구자에 의해

서 진행되어져 왔다(황종현 등 2008; 윤선일 등 2009). 국방용 

무인잠수정에 적용된 소형 관성 측정 장치와 자세 제어 기법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해역 시험이 필수적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실해역 시험 이전에 M&S 기반 성능 검

증 작업을 수행한다면 비용과 시간 측면에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0노트 이상 속력으

로 기동하는 무인잠수정에 적용된 운동 방정식과 제어기를 소개

한다. 3장에서는 제안된 제어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 완료된  

MEMS 관성 센서의 목표 제원을 이용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

과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자동조타기 설계

6자유도 운동을 하는 수중운동체의 운동은 Fig. 1과 같이 지

표고정 좌표계와 동체고정 좌표계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때 지

표고정 좌표계는 수중운동체의 위치와 오일러각을 표시하며, 동

체고정 좌표계는 선속도 및 각속도를 표시한다 (Fossen 1994). 

본 논문에서는 수중운동체의 운동방정식은 뉴톤의 제2법칙으로

부터 유도되는 일반 수중 운동체의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화하여 

적용하였다.운동방정식에 적용된 각 계수들은 PMM 시험을 거쳐

서 결정하였으며 자세한 값은 기밀 사항이기에 생략하였다. 유도

된 선형 운동 방정식은 식 (1)에 정리되어 있다. 

Fig. 1 Global coordinate and body fixed 

coordinate.


 


 





 




 




  


 

 


















 







 



 














 

.       (1)

본 논문에서는 국방용 무인잠수정 자율 조종 제어기를 구현하

기 위하여 고속 수중 운동체인 잠수함과 호밍 어뢰에 적용되어 

있는 자세 제어기 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상승타(stern)과 방향타

(rudder)에 대한 제어를 통한 운용자 및 회피 알고지름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 심도 및 침로를 유지하기 위한 심도 및 침로 제어 

방정식을 유도하였으며 (Jalving, 1994), 유도된 제어 방정식에 

PD 제어이론을 적용하여 자세 제어를 통한 자율 조종이 가능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자세한 자율 조종 제어기 설계 과정은 참

고 문헌(황종현 등 2008)에 정리되어 있다. 

식 (1)에 표현되어 있는 heave, sway, pitch 및 yaw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상태 평형를 가정하여 선형화할 수 있으며, 선형 

방정식은 식 (2)와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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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 (2)와 식 (3)을 이용하여 심도 및 침로 제어를 위한 전달 함수

는 식 (4)와 같으며 전달함수에 PD 이론을 적용한 제어 법칙은 

식 (5)와 같다. 

  
 








 
 








.                       (4)

  

  .                              (5)

3. 검증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조종제어 알고리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시 무인잠수정의 

자세 정보를 알려주는 자세 측정 장치로 현재 마이크로인피니티 

사에서 10 cm 이내 지름을 가지는 고속 무인잠수정에 장착하고

자 개발하고 있는 AHRS의 목표 제원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세측정장치의 목표 제원은 표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Item Specifications

Dimension 80mm x 49mm x 70mm

Weight 200g (including case)

Power <2.2W(nominal)

Yaw error <O deg/hr

제안된 제어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기본

적으로 자세측정장치을 통해서 획득한 고속 무인잠수정의 자세 

정보에서 yaw 오차가 있다는 가정에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오차

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공통 조건은 표 2에 정리되

어 있으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오차 설정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2 Basic simulation conditions

Velocity Specifications

Target heading 80mm x 49mm x 70mm

Target depth 200g (including case)

Opertaion time <2.2W(nominal)

Table 3 Error conditions for simulation

Type Value

Constant 5°, 10°

Sine wate
3°, 10°

(amplitude)

Random
1°, 3°

(mean)

Fig. 2는 bias 오차를 10°으로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 자세 

계산 결과이며, Fig. 3은 사인파 오차의 변위값을 10°로 가정했

을 때 계산 결과이며, Fig. 4는 3°을 평균값으로 하는 백색 가우

시안 오차를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 자세 계산 결과를 보여 주

고 있다. 또한 Fig. 5 ~ 7은 Fig. 2 ~ 4에 제시되어 있는 시뮬레

이션 결과들에 의한 무인잠수정의 3차원 이동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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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ation result of motion under condition 1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500

0

500

1000

Position

 

 

x

y

z

Desired Depth

Desired heading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40

-20

0

20

40

60

Angle

 

 

ψ

θ

φ

Desired ψ

Desired θ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

0

2

4

6

8
Speed

 

 

dot(x)

dot(y)

dot(z)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4

-0.2

0

0.2

0.4

0.6
Angular Speed

 

 

φ dot

θ dot

ψ dot

Desired ψ dot

Desired θ dot

Fig. 3 Simulation result of motion under condition 3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500

0

500

1000

Position

 

 

x

y

z

Desired Depth

Desired heading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40

-20

0

20

40

60

Angle

 

 

ψ

θ

φ

Desired ψ

Desired θ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

0

2

4

6

8
Speed

 

 

dot(x)

dot(y)

dot(z)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4

-0.2

0

0.2

0.4

0.6
Angular Speed

 

 

φ dot

θ dot

ψ dot

Desired ψ dot

Desired θ dot

Fig. 4 Simulation result of motion under condition 3

Fig. 2 ~ 4를 살펴보면, 각 오차 설정에서 최대값을 선택하였

을 때, 제안된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인잠수정이 미리 설정

된 목표 방위각(yaw)과 목표 수심에 모두 정상적으로 도달하고 

있고 각 자세에 대한 계산 결과들이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표 방위각과 목표 수심에 도달하는 시간이 비슷한 

점에서 제안된 제어기법이 내부 센서의 오차에 강인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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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ulation result of trajectory under condition 3

Fig. 5 ~ 7에 제시되어 있는 3가지 오차 경우에 대한 위치 계

산 결과를 살펴보면, 3 가지 경우 모두 비슷한 위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경우에 대한 위

치 계산 결과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본 논무에서 제시한 제

어 기법이 내부 센서 오차에는 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EMS 관성 센서를 적용한 고속 기동하는 무

인잠수정에 적합한 조종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

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속 무인잠수정에 적용

될 개발중인 MEMS관성 센서의 목표 제원을 이용한 폐회로 기법

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제안된 알고리즘이 저가 MEMS 센서의 제원을 적용

하였지만, 1 % 이내 심도 제어 오차와 3 도 이내 침로 제어 오차

를 보이며 원하는 성능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서 실제 개발된 고속 무인잠수정의 하드웨어 장비 

및 수중 운동체 운동 모사 장치를 활용한 HILS 시험을 수행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체계 통합적 성능에 대한 검증과 실해역 실험

을 통한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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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haft Type 여객선의 기진력 저감 장치 개발   

(지식경제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 : 최소기진력 추진시스템 개발) 

김 진 수 , 정 재 권 , 김 정 중 , 안 성 목 , 서 종 수  (삼 성 중 공 업 (주 ))  

 

본 연구에서는 Open Shaft Type 의 부가물을 가지는 크루즈 선박을 대상으로 프로

펠러 면에 유입되는 유동을 균일화하기 위한 유동 제어 장치를 개발하였다. 유동 제어 

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수치계산 및 예인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공동수조

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유동 제어 장치에 의한 캐비테이션 및 프로펠러 의해 유기되

는 기진력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비교 대상인 POD 추진시스템에 대한 대형 

공동수조에서의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고 기술을 정

립하였다.  

결론적으로 Open Shaft Type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유동 제어 장치를 적용

하므로써, POD 추진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프로펠러 기진력/선체진동 품질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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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크루즈 선박의 추진시스템으로는 스트럿으로 지

지되는 Open Shaft 구조물에 가변피치 프로펠러 

(CPP, Controllable Pitch Propeller)를 적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Motor 를 Housing 

내부에 위치시킨 POD 추진시스템의 적용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POD 추진시스템은, 특별한 

운항목적을 가진 선박을 제외하고, 높은 추진효율

을 얻기 위하여 프로펠러를 Housing 전방에 위치

시키는 Pulling Type 이 선택된다. 이러한 Pulling 

Type 의 POD 추진시스템은 프로펠러 전방에 부가

물이 없기 때문에 매우 균일한 유동이 프로펠러에 

유입되어 프로펠러에 의해 유기되는 기진력이 매

우 작아지는데, 이러한 점이 승선 안락감이 가장 

중요시되는 크루즈 선박에서의 추진시스템으로 선

호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Open Shaft Type 의 선

박과 비교하여, POD 추진시스템은 가격이 매우 

높고 대형의 구조물로써 예상치 못한 고장에 대비

한 Spare 를 사전에 제작/보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결국 고장시의 유지

보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는 예약 승객과

의 운항일정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크루즈 

선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상당수의 크루즈 

선사가 전형적인 Open Shaft Type 을 고집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 중기거점개발사업인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의 기반기술 개발” 과제

를 통하여, Open Shaft Type 선박의 최대의 단점

인 프로펠러에 의해 유기되는 선체 기진력을 저감

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동을 보다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Open Shaft 부가물 주위의 유동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유동 제어 장치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수치계산 및 예인수조에서의 계측을 통하여, 프

로펠러 단면을 포함한 선체 주위 유동정보의 획득

과 유동 제어 장치의 개발/최적화가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공동수조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유동 

제어 장치에 의한 기진력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다. 

2.  대상 선박  

2.1 대상 선박 

대상 선박과 프로펠러의 주요 제원을 아래의 

Table 1, 2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1/28 축

척비를 가지는 모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추진

시스템에 따른 모형선의 선미부 형상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Open Shaft Type 선박은 Bossing, 

Shaft skeg, Shaft, V-strut 등의 복잡한 부가물이 

프로펠러 전방에 위치하게 되는 반면, POD 추진 

선박은 프로펠러 전방에 유동을 교란하는 부가물

이 없다. 

 

Table 1 대상선박의 주요제원 

 Ship Model 

Scale Ratio - 1/28 

Speed 22.5knots 2.1875m/s

Lbp 243.0 8.68 

Beam 36.0 0.2926 

Td 8.3 0.296 

Cb 0.6906 

 

 
(a) POD propulsion 선박 

 

(b) Open Shaft Type 선박 

Fig. 1 모형선  



Table 2 프로펠러 기본 정보 

Item POD Open shaft

Propeller Diameter 5.6m 

X (from A.P) 3.8m 5.3m 

S.C.H 3.3m 2.9m 

Tip Clearance 28% Dia. 31% Dia. 

 

2.2 추진 시스템에 따른 공칭 반류 

 

Fig. 2 에 각 추진 시스템을 대상으로 예인수

조에서 계측된 프로펠러 면에서의 공칭반류

(Nominal wake)를 보였다. 

Open shaft Type 선박의 경우에는 상방 -

30~30 도 영역에서의 유입유동이 매우 불균일

하고, 특히 0 도 부근에서의 유입 속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불균일 유동으로 

인해 프로펠러에 의한 기진력이 커지게 된다. 

POD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에 의해 상부 프로

펠러 면에서의 축 방향 유속이 저하되기는 하나, 

Open Shaft Type 과 비교하여 유입 유동이 매

우 균일함을 알 수 있다. 

Fig. 3 에는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0.7r/R 과

0.9r/R 에서의 속도분포를 보였다. Open Shaft 

Type 선박의 경우에는 0 도 근처에서의 유입속

도가, POD 추진선박에 대비하여, 무 차원 속도 

크기로 약 0.1 이 느림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Open Shaft Type 선박의 프로펠

러 기진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유

입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 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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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프로펠러 면에서의 공칭 반류 

 

 

 

 

Fig. 3  프로펠러 유입 유동의 축방향 성분 

 (r/R 0.7, 0.9) 

 

3. 유동 제어 장치 개발 

본 연구에서는 Open shaft Type 선박을 대상으

로 프로펠러 면으로 유입되는 유동을 균일화하기 

위한 유동제어 장치를 개발하였다. 수치계산에 의

한 선체주위의 유동분석을 통하여 프로펠러 면으

로 유입되는 유동의 불균일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검

토되었다.  

 

유동 제어 장치_ I 

 

Shaft skeg 에 의해 교란된 유동을 제어하고 선

체 외측에서 내측으로 들어 오는 cross flow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Bossing 과 선체하부 사이에 

Plate 형상의 Fin 을 설치하였다. Plate Fin 의 길이, 

높이 및 각도 등의 파라메터는 수치계산을 통하여 

최적화 하였으며 Fig. 4 에 보였다.  



  

 

Fig. 4 유동 제어 장치_I 

 

유동 제어 장치_ II 

 

V-스트럿 전방에 설치된 한 쌍의 Fin 으로 보

오텍스(vortex)를 생성시켜 주위의 빠른 유동을 

느린 유동 쪽으로 전달 하여 추진기 면으로 유

입되는 유동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Fig. 5 에 유동 제어 장치_II 의 형상 및 장착 위

치를 보였다. 

 

 

Fig. 5 유동 제어 장치_ II  

 

3.2 유동 제어 장치에 따른 반류 계측 

유동 제어 장치들에 의한 반류 개선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프로펠러 단면에서의 공칭 반류를 

계측하였다. 계측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유동 

제어 장치를 각각 적용한 경우와 두 제어 장치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사용된 

모형선 및 유동 제어 장치는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 6 유동 제어 장치 

 

Fig. 7 에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공칭 반류를 보

였다. 유동 제어 장치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프로

펠러 날개 각도 0 도 근처에서의 유입유동이 가속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유동제어 장치_II 가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 에 Open Shaft Type 선박을 대상으로 유

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설치한 경

우(유동 제어 장치_II)에 대하여 모형시험에서 계

측된 0.9r/R 에서의 축 방향 속도성분을 POD 추

진 선박의 경우와 함께 비교하였다. 유동 제어 장

치_ II 를 설치함으로써, 프로펠러 날개 각도 0 도 

근처에서의 유속이 무 차원 속도 기준으로 0.05 

정도 가속되고 POD 추진 선박 대비 유속이 느린 

영역이 5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부

분에서의 유속이 POD 추진 선박과 동일한 수준까

지는 미치지 못하며, 전체적으로도 불 균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록 부가물이 전혀 없는 

POD 추진 선박의 경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유동 제어 장치의 도입으로 괄목할 정도의 유입유

동 균일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Fig. 7 프로펠러 면에서의 공칭 반류 

 

 

 

 

Fig. 8 프로펠러 유입 유동의 축방향 성분 

 

4. 공동 수조 모형시험 

대상 선박의 공동수조 모형 시험을 삼성중공업

이 보유한 SCAT(Samsung CAvitation Tunnel)에

서 수행하였다. 모형 시험에서는 설계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관찰하고 선체에 유기되는 

변동압력을 계측하였다. Open Shaft Type 선박의 

기진력 저감을 위해 개발된 유동 제어 장치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동 제어 장치가 부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

다. 

POD 프로펠러의 공동수조시험을 수행하기 위

하여 H200 POD 동력계를 공동수조 모형선에 설

치 하였고, 좌현 측에 Main 동력계를 설치하였으

며, 우현에는 Dummy 동력계가 설치되었다.  

본 시험은 삼성중공업 대형 캐비테이션 수조의 

폭 3.0m, 높이 1.4m, 길이 12.0m 의 관측부를 가

지는 제 2 시험부에서 수행되었으며, 축척비에 맞

게 제작된 프로펠러와 타를 포함한 모형선 전체를 

수조 내부에 설치하였다. (Table 2 ) 

 

Table  2  시험 관측부의 제원 

Item Value 

Dimension of Test 

Section (L x B x D) 
12.0 x 3.0 x 1.4m

Maximum Speed 12.0m/s 

Impeller 2,600 kW 

Contraction Ratio 2.75 

Pressure Range 0.05 - 2bar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캐비테이션의 형태는 어떠한 경우이든 날개 

흡입면에서 발생하는 sheet 형태의 캐비테이션이

었다. POD 선박 대비 Open Shaft type 선박에서 

캐비테이션 발생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유동 제어 

장치 II 를 부착함에 따라 그 영역이 감소 하였다.   

날개 면에서의 발생 범위는, 넓은 스팬에 걸쳐 날

개 앞날 부근에서 집중되는 형태였다. Sheet 캐비

티는 θ  = 320
o 

부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날개

가 회전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캐비티도 발달하

여 θ  = 20
o
 부근에서 발생 범위가 가장 넓었다. 

캐비티의 발달과 소멸과정(θ  = 0
o
~ 50

o
)에서의 

날개 각도 변화에 따른 캐비티 크기 변화는 작았

다. 팁 보텍스 캐비테이션은 θ  = 350
o
 ~ 0

o
 부근

에서 관찰되기 시작하는데 그 세기는 크지 않았다. 

0.7
0.750.8

0.85

Open Shaft(Exp.)

Interval=0.05

0.7

0.75
0.8

w/def (Exp.)

Interval=0.05 Wn=0.0528

0.7

0.75

0.85

w/fin (Exp.)

Interval=0.05 Wn=0.0486

0.7

0.75

0.9

w/rud&fin (Exp.)

Interval=0.05 Wn=0.0482



 

 

 

- 버블(bubble) 형태의 캐비테이션, 거품

(cloud) 형태의 캐비테이션 및 날개 앞면(face) 캐

비테이션은 시험한 모든 조건에서 관찰되지 않았

다. Fig. 8 에 NCR Power 에서 관측된 캐비테이션 

이미지를 각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 8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 (NCR 조건) 

 

캐비테이션 관찰과 동시에 프로펠러에 의해 

선체에 유기되는 변동압력을 계측하였다. 

변동압력 계측을 위하여 프로펠러 면 부근 

상방에 7 개의 압력 센서를 계측면이 모형선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모형선 안쪽으로부터 

설치하였다. 프로펠러 면에 횡 방향으로 5 개, 

모형선 중앙선을 따라 선수미 방향으로 3 개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POD 추진선박의 경우 프로펠러 날개 끝단 

여유가 프로펠러 직경의 28%이고, Open Shaft 

Type 선박의 경우에는 31%로 실선 기준 0.4m 

더 크게 프로펠러가 배치되었다. 

 계측된 변동압력 신호는 조화 해석을 통하여 

날개 통과 주파수(blade rate frequency)의 5 차 

조화 계수까지 얻었다. 조화 계수는 모형과 

실선에서의 무차원 압력 계수, Kp 가 동일하다는 

상사 법칙을 적용하여 실선 값으로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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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추진선박 에서의 1 차 변동압력 최대값은 

Open Shaft 추진선박 대비 약 30% 낮은 

것으로 나타냈고, 유동 제어 장치_II 를 부착한 

경우에는 22.0%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9) 

2~5 차의 변동압력은 1KPa 이하로 선체 

진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9 변동압력 (Full scale) 

 

각 계측 위치에서의 프로펠러 변동압력 값을 

선체에 투영한 후 면적 적분을 통하여 기진력을 

추정하였다. Open Shaft 추진선박을 기준으로, 

POD 추진선박의 기진력은 71% 수준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동제어 장치_II 를 장착한 

경우의 기진력은 73%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Open Shaft Type 선박에 적절한 유동 제어 

장치와 축계 설계를 활용하여, POD 추진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선체 기진력을 달성할 수 있었다. 

  

Table  3  Vertical 방향 기진력 

Item Surface force (%)

Open Shaft 100.0% (Base) 

Open Shaft (w/ Device II) 73% 

POD 71%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 중기거점개발사업인 

“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의 기반기술 개발”  과

제를 통하여 Open Shaft Type 크루즈 선박을 대

상으로 프로펠러 면으로 유입되는 유동을 균일화 

함으로써 프로펠러 기진력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

는 유동 제어 장치(Flow control device)를 개발하

였다. 

본 연구의 1 단계에서는, 수치해석과 SSMB 예

인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프로펠러 면을 

포함한 선체와 부가물 주위의 유동을 계측/분석하

고 유동 제어 장치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2 단계에서는, SSMB 공동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유동 제어 장치에 의한 캐비

테이션 및 기진력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POD 추진 선박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진동품질을 가장 중시하는 크루즈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POD 추진시스템의 적용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며, Open Shaft Type 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유동 제어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POD 추진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진동품질을 달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POD 

추진시스템 적용시의 선가 부담과 유지/보수에 대

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선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인

식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조선소의 크루즈 

선박 시장  진출에 기여 할 것이다. 

 

한편, POD 추진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대형 공

동수조에서의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 

시험은 국내 최초의 시도로써, 그 동안 외국의 선

진기관에 의존해 왔던 시험 및 해석을 국내 최초

로 정립하고 기술자립을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

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중기거점개발사업인 

‘차세대 고부가가치선박의 기반기술 개발’의 일

부로 수행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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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design of shallow water manoeuvring captive model tests using HPMM(Horizontal Planar Motion

Mechanism) and summary of preliminary tests result of KCS container ship are presented. By accounting physical 

specification of HPMM device and analyzing test results, preliminary test conditions are checked. Alternative ways to make 

test conditions those are not feasible with general approach are suggested. Preliminary model test results with shallow and 

deep water conditions are compared. 

 

Keywords: HPMM test(수평면 평면운동장치 시험), KCS container ship(KCS 컨테이너선), Shallow water(천수역) 

 

1. 서 론 

 

선박의 설계는 대부분의 경우 수심이 깊고 개방된 

공간에서 해양에서의 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만이나 수로와 같은 제한된 수역에서의 운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이러한 제한수역에서의 선박 운항과 관련된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제한수역에서의 선박 운항에 대한 관심으로 2013년 

계획된 조종성능 분야 학회인 SIMMAN은 천수역에서의 

선박 조종성능 추정을 주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본 

학회에서는 주제에 입각하여 전 세계의 연구기관에 과거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구 KRISO)에서 공표한 컨테이너 

선형인 KCS 선형에 대한 천수역 시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여 각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은 천수역 모사판 시설을 

설치하여 천수역 시험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저항/자항 예비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는 이러한 정황에 맞추어 

SIMMAN 2013에서의 요청 사항인 KCS 컨테이너선의 

천수역 조종성능 추정 시험의 수행 및 더 나아가 

제한수역에서의 선박 운항성능 추정에 관한 기초 연구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기관목적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관목적사업의 내용 중 구속모형시험의 설계 및 

예비시험 수행 결과 해석에 대한 내용이다. 

2. 시험 시설 및 모형선 

 

본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각종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2.1 예인수조 

 

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의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예인수조의 제원은 다음과 같으며, Fig. 1에 

예인수조 사진이 실려 있다.  

 

- 길이 200 m, 폭 16 m, 깊이 7 m 

- 예인전차 : 최대속도 6.0 m/sec 

- 조파기 및 소파장치 

 

 

Fig. 1 Towing tank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2 Sketch of water depth control plate 

 

2.2 천수역 모사판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는 천수역에서의 선박 

유체역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시험수조에 천수역 

모사판 시설을 설치하였다. Fig.2 는 이러한 천수역 모사판 

시설의 개략도이다. 천수역 모사판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반석호 등 2012) 

- 길이 54 m, 폭 10 m 

 

2.3 HPMM 장치 및 모형선 

 

KCS 선형의 천수역 조종성능 분석을 위해서 조종성능 

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시험인 HPMM 구속모형시험을 

계획하였다. HPMM 시험 장치와 모형선의 사진을 Fig. 3에 

수록하였다. 

Table 1은 시험에 사용된 모형선의 제원을 나타낸 

그림이다.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는 KCS 선형에 

대하여 축척비가 다른 4개의 상사 모형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시험에 사용된 모형은 축척비 1:31.6 크기의 

모형이다. 모형의 크기 선정에는 천수역 모사판의 제원 및 

예측되는 계측힘과 모멘트의 크기가 고려되었다. 천수역 

시험의 경우 H/D=2.0인 조건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 HPMM device and model ship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KCS(model) 

Dimensions Value 

Item unit 31.599 

Scale ratio - 31.599 

Lpp m 7.2786 

Breadth m 1.0190 

Depth m 0.6013 

Draft m 0.3418 

Displacement m
3
 1.6490 

AT m
2
 0.0545 

DP m 0.25 

U m/s 0.8007 (8.75 kts, ship) 

 

 

3. 시험 구성 

 

3.1 좌표계 

 

실험 구성 및 해석에는 Fig. 4와 같이 지구고정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조종운동좌표계를 

사용하였다. 

 

3.2 시험 Matrix 

 

HPMM 시험은 정적시험과 동적시험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동적시험 조건의 경우 천수역 모사판의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주기의 유효 계측값을 얻을 수 있는 

조건 및 HPMM 장치의 가용 주파수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프로펠러의 회전수는 모형선 자항점의 rps로 

설정하였으며 천수의 경우 3.82, 심수의 경우 3.72 rps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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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ordinates systems 



Table 2 Static test matrix 

Type of 

Test 

Drift 

Angle (
o
) 

Rudder 

Angle (
o
) 

Model 

Speed 

(m/sec) 

rps 

(1/sec)
η 

Static 

Rudder 
0

o
 

0
o
, ±5

o
, ±

10
o
, ±15

o
, 

±25
o
, ±35

o
 

0.8007 3.82 1.0

0.5338 3.82 1.5

0.4004 3.82 2.0

Drift & 

Rudder 

0
o
, ±3

o
, ±6

o
, 

±10
o
, ±15

o
, ±

20
o
 

3 Rudder 

Angles 
0.5338 3.82 1.5

Static 

Drift 

0
o
, ±2

o
,  ±4

o
, 

±6
o
, ±10

o
, ±

15
o
, ±20

o
 

0
o
 0.8007 3.82 1.0

0
o
 0.5338 3.82 1.5

 

 

Table 3 Dynamic test matrix 

Type of 

Test 

Drift 

Angle 

Independent Variable 

(nondimensionalized) 

Speed 

(m/sec) 

rps 

(1/sec)
η

Pure 

Sway 0
o
 

-0.2, -0.24, -0.28, 

-0.32 
0.8007 3.82 1.0

Pure Yaw 

r' 

0
o
 

0.3, 0.4, 0.5, 0.6, 0.7, 

0.8 
0.8007 3.82 1.0

0
o
 0.7, 0.8, 0.9, 1.0, 1.1 0.5338 3.82 1.5

Yaw 

with 

Drift 

r' 

4
o
 0.7, 0.8, 0.9, 1.0, 1.1 0.5338 3.82 1.5

8
o
 0.7, 0.8, 0.9, 1.0, 1.1 0.5338 3.82 1.5

12
o
 0.7, 0.8, 0.9, 1.0, 1.1 0.5338 3.82 1.5

16
o
 0.7, 0.8, 0.9, 1.0, 1.1 0.5338 3.82 1.5

 

4. 시험 결과 분석 및 보완 

 

4.1 시험 결과 분석 

 

구속모형시험에 대한 해석결과들은 정적시험과 

동적시험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힘과 모멘트의 무차원화는 

길이로서 Lpp를 이용하는 ITTC 방법을 따랐다. (김선영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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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udder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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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udder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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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udder Normal Forces 

4.1.1 정적 시험 

 

Fig. 5~7은 정적타각 시험에서 얻어진 타력 성분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심수와 천수에 있어 타력의 

변화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심수와 천수에서의 자항 rps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Fig. 8~9는 정적편류각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정적타각시험에서의 경향과는 달리 수심 변화에 의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수심이 얕아질수록 작용력과 

모멘트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시험에서는 선수부, 선미부에 레이저 거리계를 두어 

트림과 침하량을 계측하였다. 정적시험의 경우 이러한 

트림과 침하량 변화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Fig. 10은 

정적편류각시험시 침하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편류각이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질수록 심수와 천수에서의 침하량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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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atic drift (swa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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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atic drift (yaw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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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atic drift (sinkage) 

 

4.1.2 동적 시험 

 

Fig. 11은 순수좌우동요시험에서 얻어진 좌우동요 힘을 

무차원화한 그림이다. 여기에서, Y1은 선수부의 분력계, 

Y2는 선미부의 분력계에서 계측된 힘을 각각 의미한다. 

그림에서 수심이 얕아지면 계측되는 힘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좌우동요 부가질량이 

수심이 얕아지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2와 13은 순수선수동요시험에서 무차원화된 

선수동요 각속도에 비례하는 힘과 모멘트 성분을 나타낸 

그림이다. 시험 조건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HPMM 

장비의 제한 및 천수역 모사판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데 이러한 제한에 따라 낮은 선속에서의 

무차원화된 각속도 조건이 매우 큰 영역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이는 시험 결과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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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ure 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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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ure yaw (sway force, out of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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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ure yaw (yaw moment, out of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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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ure yaw (sway force & yaw moment, in 

phase) 

 

선수동요각가속도에 따른 힘과 모멘트를 비교한 Fig. 

14로 수심이 얕아지면 선수동요 부가질량관성모멘트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는 시험 결과로부터 추정된 선형 계수를 이용하여 

수평면 안정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심수역에서 천수역으로 운항 조건이 바뀔 

경우 안정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2 시험 보완 사항 검토 

 

본 연구는 향후 수행 예정인 천수역 조종성능 

구속모형시험의 예비시험의 성격으로 수행된 시험으로 시험 

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선수동요시험의 무차원화된 각속도 조건은 실선의 운용 

범위와 맞추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험 장치의 

수정/보완을 통해 가용 최저 주파수 범위를 낮추는 방법과 

적절한 예인 속도 및 프로펠러 rps 조합을 찾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판단되며 추후 타당성 확인을 하여 더 나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 천수역 모사판의 길이 제한이 존재하므로 낮은 주파수 

운동의 경우 주기해석방법에 필요한 1주기 계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동적시험 해석 방법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본 예비시험에서는 3자유도 해석을 생각하여 

밸러스팅시 무게중심의 연직 위치까지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트림 변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게중심 위치의 

차이에 의한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시험시 

무게중심의 수직 위치도 맞출 예정이다. 

 

Table 4 Calculation of stability indices 

Parameters Deep Shallow 

m' 0.008657  0.008657  

xg' -0.014800  -0.014800  

Yv' -0.010380  -0.014519  

Nv' -0.004696  -0.006753  

Yr' 0.002651  0.003178  

Yr-m' -0.006006  -0.005479  

Nr' -0.002976  -0.003535  

Nr'-m'xg' -0.002848  -0.003407  

lv' 0.452408  0.465115  

lr' 0.474172  0.621806  

ld' 0.021763  0.15669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한수역에서의 선박 조종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계획된 천수역 조종성능 

구속모형시험의 예비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추후 예정된 

시험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천수역 

예비 시험의 결과는 심수역 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경향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심수역에 비해 천수역에서의 

선체 작용력이 크게 계측되었으며 천수역에서 직선 

안정성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후 시험에 있어서의 보완 사항으로는 동적시험의 

조건을 실선의 운동 영역과 유사하도록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시험 시설의 제약으로 주기해석에 필요한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 그리고 모형선 

밸러스팅에 있어 통상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무게중심 수직 

위치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향후 수행될 시험에 있어 보다 정도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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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함정의 설계에는 전투라는 특수한 임무 상황을 고려한 설계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전투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생존성 관점에서의 설계 향상안이 검토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정 설계 초기 단계에서 간략화된 방법을 이용한 격벽

의 구조 안전성 검토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함정 내부폭발에 

대한 격벽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국외 선급을 비롯하여 선진 해군에서의 

안전성 검토 방법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된 방법들을 이

용하여 산출한 격벽의 손상 유발 폭발 거리(Stand-off Limit)에 대해 정리하고 그 특징들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Key words : Ship Survivability (함정 생존성), Internal Blast(내부 폭발), Stand-off Limit(손상 유발 

폭발 거리), WT Bulkhead(수밀 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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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and review of surviva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when ships are 

designed. Because aiming points of threat towards the ship in the battle field could not be 

estimated exactly, probabilistic and statistic approach is frequently introduced to evaluate 

and enhance the ship survivability. Some commercial survivability analysis programs are 

used to perform the analysis for enhancement of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and 

recoverability but, they are usually classified and impossible to be exported to other 

countries because of their national security. In this paper, the methodology to evaluate the 

vulnerability of the warship in aspects of structure, redundancy and its mission capability 

at the concept design stage is proposed by using our developing program.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using the developed codes are shown. 

※Key words : Ship Survivability (함정 생존성), Vulnerability Analysis (취약성 해석), Damage 

Ellipsoid Analysis (간이 취약성 해석), Concept Design of War Ship (함정 개념 설계) 

 

1. 서론 

함정 건조 기술이 진보하고 위협 무기가 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신조 함정 설계에 있어서 함에 주

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승조원의 생존성을 

반드시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은 함정의 생존성(Survivability) 확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피격성

(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

(Recoverability)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에 대해 함

정 성능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 설계안을 확보하려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함정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비

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의 최적화 과

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함의 각 설계 단계

에서 격실/장비/무장 등의 설계와 함께 수행되어

야 한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의 생존성에 대한 검

토는 실측 결과 혹은 실선을 대상으로 향상안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M&S 를 통

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M&S 기술

을 활용한 함정의 생존성과 관련된 연구는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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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등, 2001, 2006) 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권정일 등, 2009), (강희진 등, 2008), (김

재현, 2006) 등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왔다. 확률 

통계학적 이론에 기반한 함정 생존성 해석 및 검

토와 관련된 연구는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

어 왔으며, 이에 대한 국내 연구 수행은 최근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광식, 2011), (공연권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검토한 생존성 

해석을 위한 위협무기 선정 방법을 바탕으로 함정 

초기 설계 단계에서 생존성 해석 및 향상안을 제

안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확률 통계에 

기반한 위협 시나리오의 생성에서부터 격실/장비 

배치와 임무 수행 가능 여부 평가에 중점을 둔 간

이 취약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한다.  

 

2. 간이 취약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 

함정 생존성 강화 설계를 위한 간이 취약성 해

석 방법(Damage Ellipsoid Analysis Method)은 초

기 설계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생존성 검토 방

법 중 하나이다. 본 장에서는 간이 취약성 해석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해석 코드 개발 절차

를 제안한다. 

 

2.1 함정 생존성 해석 기본 이론 

간이 취약성 해석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미국 해

군의 함정 생존성 해석 및 설계 절차를 설명한다

(정정훈, 2007). 함정 생존성 해석의 초기 단계에

서는 대상 함정의 임무 및 기본 설계 지침에 기반

한 생존성 요구조건들을 개발하고, 대상 함정의 

작전 운용 지역 등을 고려하여 피격 확률이 높은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개발된 생존성 

요구 조건들은 각각 한계치(Threshold)와 목표치

(Objective)로 구분하며, 표 1 과 같이 5 개의 생존

성 요구수준으로 분류된다. 각 요구수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확률 기준값은 대상 함정의 

크기와 선정된 위협 시나리오의 폭발력에 따라 과

소 위협무기(Under-match Threat), 견딜만한 위

협무기(Equivalent-match Threat), 과도 위협무기

(Over-match Threat)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요

구수준 만족 기준을 정의한다.  

 

Table 1 Survivability Performance Levels 

0 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0) 

함정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에서 승

조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

한 최소 생존성 요구수준 

1 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1) 

위협 무기에 피격 후 구조 및 예인을 

받을 수 있도록 침몰되지 않고 손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생존성 요구수준

2 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2) 

SP1 의 생존성 요구수준과 더불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추진성능을 갖는데 필요한 생존성 

요구수준 

3 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3) 

SP2 의 생존성 요구수준과 더불어 

저속의 항공기/대함순항미사일과 소

형 수상함정 공격을 자체적으로 방

어하는데 필요한 생존성 요구수준 

4 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4) 

SP3 의 생존성 요구수준과 더불어 

대상 함정의 주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통 및 장비/설비에 요구되

는 최소한의 생존성 요구수준 

 

대상 함정의 생존성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결

과를 바탕으로 기개발된 생존성 요구조건들의 만

족여부를 판단하여 대상 함정의 취약 부위에 대한 

생존성 향상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향상안에 대한 

효과도 및 과도한 요구 조건들의 조율 여부를 선

주, 조선소, 생존성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한 후 최

종적인 생존성 향상안을 제안한다. 그림 1 은 상기

에 기술한 생존성 해석 및 향상안 제안 절차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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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oid Ana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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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mage Zone Modeling of AUXILIARY 

OILER SHIP Ship Structure by MatLab 

 

Fig. 6 Vital Component Modeling on Vital 

Equipment, Crew, Piping Component by MatLab 

 

2.3.2 시스템 네트워크 모형화 

시스템 네트워크 모형화는 장비, 선체, 생존성

요구조건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논리 연산자

(Boolean Operator, AND/OR/NULL/VOTE)를 활용

하여 모형화하는 과정이다. 시스템 네트워크 모형

화 및 이에 대한 검토는 선급 혹은 선주 측에서 

생존성 해석 시 요구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생존성 해석용 프로그램을 다른 해석 툴과 구분 

짓게 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간이 취약성 

해석에서의 네트워크 모형화는 SP4 에 해당하는 

대상 함정의 주요한 임무와 관련된 생존성 요구조

건을 기준으로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선체 등의 

연관 관계를 기술한다. 그림 7 은 앞서 언급한 예

시 선박의 추진 관련 요구조건(표 2)에 대한 시스

템 네트워크 모형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며, 예

제 선박의 네트워크 모델링은 MatLab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개발된 코드에서의 시스템 네트워크 

모형화는 장비 및 구조 모형화 코드와 동일하게 

엑셀을 활용하여 모형화가 가능하며, MOTISS 모

형과 호환되도록 구현되었다.  

 

 

Fig. 7 System Network Model of AUXILIARY 

OILER SHIP Ship: Requirement on Propulsion 

(Objective) 

 

Table 2 Requirement on Propulsion System 

한계치(Threshold) 본함의 추진체계는 피격에 의한 손

상 후 함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대 

속도의 50% 운항하는 것이 가능해

야 함 

목표치(Objective) 본함의 추진체계는 피격에 의한 손

상 후 함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대 

속도로 운항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2.4 위협 시나리오 생성 

간이 취약성 해석을 위한 입력에 해당하는 위협 

시나리오는 선정된 위협 무기의 유도 방법과 대상 

함정의 피탐 특성에 의해 도출된 통계 특성값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위협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신윤호 등, 2010)에 의해 소개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 특성값들을 이용하여 구

현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위협에 대한 통계 특성 값을 이용한 위협 시나

리오 형성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

나는 대상 함정의 피격 위치를 중심으로 통계 특

성 값들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방법이

며, 다른 하나는 전방위각에 대한 일정 고도에서

의 대상 함정으로 입사 궤도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구현이 용이한 피격 위

치에 대한 통계 특성 값들을 활용하여 피격 시나

리오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시나리오 예(250 회)

는 그림 8 과 같다. 생성된 피격 시나리오에 대해 

대상 위협무기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계산된 손상

유발체적을 적용하면 그림 9 와 같으며, 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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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ngle Point Attack Scenario: Analysis # 

94 

 

Table 4 Review Results of Survivability 

Requirement on Propulsion by Single Point 

Attack 

요구조건(Requirement) 
Ana. 

# 39 

Ana. 

# 94 

1: REQ2_Stbd_Propulsion  Fail Pass 

2: REQ2_Port_Propulsion  Fail Pass 

3: REQ2_Stbd_Machinery_Access  Pass Pass 

4: REQ2_Port_Machinery_Access  Fail Pass 

5: REQ1_Threshold_Propulsion (OR)  Fail Pass 

6: REQ1_Prime_Propulsion_Goal (AND)  Fail Pass 

7: REQ1_Full_Propulsion_Goal  Fail Pass 

8: REQ2_Bow_Thruster_1  Fail Pass 

9: REQ2_Bow_Thruster_2  Fail Pass 

10: REQ2_Bow_Thruster_Availability Fail Pass 

 

Table 5 Failure Analysis of Damage Zone and 

Vital Component by Single Point Attack 

Ana. 

# 39 

격실(DZ) 

손상 

Portside MER, Lv.A Passage, 

General Store, Workshop 1, 

Lv.B Reefer Room 

주요장비

(VC) 손상 

2 Doors, 2 Crew, Main 

Switchboard, Nozzle, Nozzle 

Plug, Fire Pipe 

Ana. 

# 94 

격실(DZ) 

손상 

Lv.B Passage, Lv.C Lounge & 

Locker, Lv.C Stateroom, Lv.D 

Chief Engineer Stateroom & 

Office, Lv.D Masters Stateroom 

& Office, Conference & Training 

Rm.,      Stbd. Side Window 

주요장비

(VC) 손상 

11 Doors, 2 Nozzle Plugs, Fire 

Pip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함정 설계 초기 단계에서 수행하

는 간이 취약성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절차

를 제안하였으며, 상용 생존성 해석 프로그램인 

MOTISS 에서 예제로 제시한 유조선 모형을 이용

한 간이 취약성 해석 수행 결과를 고찰하였다.  

개발된 간이 취약성 해석 프로그램은 한국 해군 

함정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격실 및 장비 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네트워크 모형 및 함

형 별 특성을 반영한 요구조건 개발 자료들에 대

한 D/B 구축과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과제인 ‘극한 환

경 시스템 하중 해석 및 평가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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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pping response analysis for a naval surface ship caused by UNDEX(UNDerwater EXplosion) bubble pulse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evaluation of longitudinal hull‐girder strength. For this evaluation, 1‐D beam analogy analysis and

3‐D analysis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are typically used during the ship design process. But these analytic 

calculation processes are very complicated in order to compare and estimate the calculated UNDEX whipping moments

with the allowable bending moment of a given design which can be derived from the allowable strength criteria of 

longitudinal hull girder structural members.

In this paper, to decrease these complicated whipping analysis process and promote the calculation efficiency, an integrated 

whipping analysis program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thin‐walled Timoshenko beam theory and the modal analysis method 

using ‘wetted’ vertical vibratory modes of the hull‐girder. This program is developed for the efficiency of UNDEX whipping analysis 

process based on best practices including to effectively manage, utilize and evaluate the massive and various simulation data and

results including UNDEX scenarios and ship design data. Finally, the useful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has been confirmed 

with the comparison of results obtained by between 1‐D and 3‐D analysis. 

Keywords : Whipping response analysis, UNDEX(UNDerwater EXplosion), Allowable bending moment, 1‐D beam analogy 

1. Introduction

In general, the underwater explosion phenomenon by 

underwater threats weapons such as torpedoes and mines is 

known to cause a strong shock pressure wave like an initial 

shock pressure and gas bubble pulse. As the result, the 

shock response characteristics caused by each underwater 

explosion loadings for a warship are very different and 

currently the two kinds of shock response analysis of the hull  

is being carried out individually. Firstly, shock response 

analysis of the initial shock wave pressure has been 

confirmed in terms of the examination for the damage 

occurrence of local structure and the shock hardening safety 

of main equipment/facilities. And the whipping response 

analysis caused by a gas bubble pulse has been also carried 

out in terms of the examination for hull girder longitudinal 

strength safety.  In particular, during the warship's design 

process, whipping response analysis of the hull girder by a 

gas bubble pulse is very important matter with regard to a 

longitudinal strength assessment. For this purpose, this must 

be reviewed from the initial design process, but it is very 

complicated process for the analytical approach.

In this paper, the comprehensive approach process of 

whipping response analysis applying the one‐dimensional 

beam analysis model are described when authors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each ROKN warship's design and the 

building process. In addition, the integrated whipping analysis 

program has been developed using the same comprehensive 

process and related information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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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ss of whipping analysis due to 

gas bubble pulse

2.1 Gas Bubble Pulse

Gas sphere movements and it's resulting bubble pulse on 

the periodic expansion and contraction and vertical migration 

of buoyancy are happened together during high shock 

pressure waves propagating in the water due to underwater 

explosion. Pulsating movement of gas spheres for each cycle 

at the time of the minimum size will be disrupted by 

hydrostatic pressure and this pressure pulse each time is 

generated as a specific kind of gas pressure wave. 

Meanwhile, the vertical migration velocity of gas sphere due 

to the surrounding fluid drag force is increased suddenly at 

the minimum size ball of gas just before. In the figure 1 

below, the time history of the bubble radius and the vertical 

migration velocity for a gas sphere and one point in the water 

due to underwater explosion shock pressure time history are 

shown conceptually.

Fig. 1 Phase relationship between gas bubble oscillations 

and the resultant pressure pulses transmitted through the 

surrounding water

Because of the similarity between the gas sphere pulsation 

period and the lower order vertical vibration period for 

warship's hull girder, the gas bubble pulse can be caused the 

vertical beam‐like behavior for hull girder called whipping and 

in extreme cases, the longitudinal strength of hull girder due 

to an excessive whipping bending moment can lose. The fluid 

force estimation by the gas sphere behavior and hull girder 

whipping analysis due to applied fluid force is required for the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hull girder from the induced gas 

bubble pulse by underwater explosion. Currently, for whipping 

analysis of the hull girder, mostly Hicks[1] theory is used as 

a fundamental analysis approach. On the basis of that it, 

dynamic response analysis considering of pulsation and 

vertical migration movement of the gas sphere and numerical 

method that can quickly predict for the damage of hull girder 

due to a gas bubble pulse were developed and have been 

utilized in KOREA.

2.2 Whipping response analysis method

Usually, whipping motion of the hull girder due to the gas 

bubble pulse appears a specific lower order vertical bending 

vibration type. Thus, the hull structure can be modeled one‐

dimensional beam elements with a concentrated mass and the 

whipping motion equations of the hull girder can be 

expressed as follows.

   
        



Where  , ,  is structural mass, damping and 

stiffness. ,, denote added mass, buoyancy and 

displaced water mass. ,,  denote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structure, respectively.   is vertical 

acceleration of fluid due to pulsating gas bubble. The flow 

due to shock can be treated as compressible fluid but the 

subsequent flow due to gas sphere behavior can be treated 

as an incompressible ideal fluid. Thus the virtual mass effect 

can be approximated for whipping response analysis of the 

hull structure as well as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fluid 

around the hull girder in a wetted vibration analysis. Several 

assumptions are needed for the induction of motion equations 

for gas sphere. In other words, the early stages of shock 

waves emitted are ignored and fluid is incompressible and 

irrotational. And the shape of the gas bubble keep sphere 

and the hull is assumed to be as far apart as not affecting 

the movement of the gas sphere. The equation of motion of 

the gas sphere is induced based on these assumptions and 

using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Equations of 

whipping motion of the hull girder can be interpreted using 

mode superposition and time integration scheme. However, 

this method is limited due to the inducted assumptions of the 

equations of motion. In other words, when the explosion 

condition is close to the lower hull,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should be beyond because of considering together 

the initial shock waves and the effect of gas bubble motion. 

Beam analogy analysis with a one‐dimensional beam and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is used together for 

the whipping response analysis currently.

In Korea, some research group developed the whipping 

analysis program using beam analogy method by its own 

advantage and also 3‐D commercial finite element program in 

connection with LS‐DYNA and USA.has been used widely. 

2.3 Whipping analysis model for hull girder

The analysis model with one‐dimensional element is shown 

in the figure 2. The hull whipping motion appears as a form 

of vertical vibration analysis of the hull which is normally used 

in the similar beam element model. Hull girder with the same 

length n‐uniform Timoshenko beam element with massless 

model and the target ship's load distribution equal to n+1 

concentrate on one node makes mass distribution(To obtain 

relatively accurate results, at least 20 or more is required). 

The location of concentrated mass points along the length of 

the hull to keep the same spacing as possible and 

concentrated mass as equation proposed is composed of the 

structural mass, added mass, buoyancy and displaced water 

mass matrix, respectively.

Fig. 2 1‐D Beam Analogy Model

3. Evaluation of hull girder strength

Generally, the explosion condition under the midship 

section directly considered as a whipping analysis condition 

for the check of hull girder longitudinal strength and safety, 

because underwater explosion condition in directly under 

midship is caused the most severe whipping response 

compared to other explosive conditions. As whipping 

allowable criteria, hull girder longitudinal plate and stiffened 

plate should be satisfied with the strength criteria from the 

perspective of ultimate strength to strength criteria for 

whipping primary stress as tensile and compressive stress 

shown in figure 3. The primary stress distribution caused by 

whipping behavior should be assumed to change linearly like 

the hull girder bending stress by wave load distribution as 

shown in the figure 3 in case of outer hull envelope, the 

stress magnitude at the neutral axis is assumed half stress of 

the end section (main deck and bottom), in case of the 

internal structure, the stress at the neutral axis is assumed 

zero. In Korea, the dimensions of the longitudinal member are 

determined with the design criteria from the wave bending 

moments and allowable whipping bending moment is 

calculated conversely using the above strength criteria and 

the stress distribution. For an examination of the hull girder 

longitudinal safety, the whipping bending moments calculated 

by whipping response analysis is compared with allowable 

whipping bending moment.

Fig. 3 Rule‐based Allowable Ultimate Strength Criteria of 

Longitudinal Members

An elastic design criterion as structural damage criteria of 

hull structure is usually applied based on for the yield 

strength and buckling strength. For the ship design process, 

there is no need to apply for elastic design criteria because 

the occurrence probability for ultimate load like underwater 

explosion caused by whipping motion of the hull girder during 

the life of warships may be very low. To prevent damage to 

the collapse of the hull girder against these extreme load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hull girder is used as other kind of 

damage tolerance and some class rules[2] is applied this 

criteria for the hull girder ultimate strength. Thus, the damage 

criteria for the whipping moment can be defined as below 

equation[3].

  



Fig. 6 Main Components

Here   is the maximum whipping bending moment 

obtained from the explosion condition from shock hardening 

criteria and   the is hull girder bending moment by 

longitudinal hull girder strength analysis, respectively.   is a 

kind of safety factor. The safety assessment of hull 

longitudinal strength against whipping bending moment as 

design criteria can be evaluated with a relationship between a 

calculated maximum whipping moment and maximum 

allowable moment (Max. Whipping Moment < Max. Allowable 

Moment). Consequently, longitudinal members at typical 

midship section can be designed to withstand the level of all 

design whipping moment.

Fig. 4 Ductile collapse typical moment‐curvature 

relationship [4]

4. Integrated whipping analysis 

program

The integrated whipping response analysis program is 

included the several calculation process for the modeling and 

analysis as shown in the figure 5 and also can calculate at a 

time for the several primary functions carried out individually 

in the past.

‐ Free wetted‐vibration analysis

‐ Loading calculation due to UNDEX gas bubble

‐ Whipping response analysis & calculation of 

  whipping bending moments

‐ Hull girder safety assessment 

‐ Safe standoff curve against whipping threats 

Fig. 5 Flow chart



4,1 Major components

For this developed whipping response analysis program, 

one-dimensional beam as the analysis model for target ship 

is needed and for this purpose, a section modeling module is 

includ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sectional equivalent beam 

properties such as bending & shear rigidities, ship weights, 

added weights along the ship length of the hull for the 

representative cross-section. Furthermore, this section 

modeling module also can be calculated allowable bending 

moments as a design criteria each section. As the 

conservative point of view, allowable strength criteria for 

whipping response is a damage onset moment caused first 

failure among the longitudinal members each representative 

sections. However, as already mentioned before, the sub 

module called 'ULSAN[5]' to be calculated hull girder ultimate 

strength also is contained within this program. An overall 

modeling approach for target ship's representative 

cross-section in the program has been almost similar with a 

structural calculation tools developed by ship class society 

such as DNV or GL as shown in figure 6.

Meanwhile, whipping response analysis should be 

necessary to find out the damage zone to be occurred hull 

girder damage by whipping moment. For this purpose, 

repeated whipping response analysis are carried out with the 

fixed explosives weight as design criteria, applying to the 

damage criteria with a target ship's maximum hogging or 

sagging allowable bending moments as shown in this figure 

7. In this figure,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he location of 

the explosion and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the depth of 

explosion to reach the whipping moment to the maximum 

allowable moment. If the depth of explosion at the location of 

the explosion is positioned on the inside than the damage 

curve, it means the hull girder should be damaged. However, 

if the depth of explosion is in a deeper position than the 

curve, the outside area can be regarded as a safe area. This 

damage zone and curve indicates the level of vulnerability of 

the target ship for whipping response. Typically, near the 

center of the ship length, the explosion depth can be 

damaged is known deeper than any location.

Fig. 7 Concept for Damage contour Zone

4.2 Calculation Example

Typical whipping displacement at hull girder dominates 2‐

node bending mode shape as first order vibration mode. For 

this reason, the primary whipping response movement of hull 

girder is dominated by low order vibration mode because of 

the similarity between the gas bubble pulsation period and the 

lower order vertical vibration of hull girder. One‐dimensional 

vibration analysis method using beams is known to be fairly 

accurate for the lower order (within about 5 ~ 6 order) hull 

girder vibration mode. Similarly, whipping response analysis 

dominated by the lower order vertical vibration modes is highly 

consistent results between the one‐dimensional beam analysis 

and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as shown in the 

figure 8[6]. 

 

Fig. 8 Comparison whipping bending moment using 

different analysis method

5. Conclusions

An integrated framework interfaced with our research 

group’s legacy programs has been developed to assess the 

hull‐girder’s resistance against UNDEX whipping. This 

developed program has the intuitive graphic user interface for 

easy use with fast calculation with high accuracy.

The usefulness of developed program has been confirmed 

by the comparison with results obtained by using the 

commercial program such as LS‐DYNA/USA. It is certain that 

the developed program is an effective tool for a hull‐girder 

whipping resistance assessment from the preliminary design 

stage and helps an analyst to save his efforts &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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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기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진동원 신호 규명

김국현(동명대학교), 권혁민, 조대승(부산대학교), 김재호, 전재진(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A vibration source identification method of complex structures has been presented with a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technique. ICA technique based on statistical independency of the signals is known as 

suitable to the problem that correlations between sources and measured signals are unknown and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the field of medical care, communications. In this study, a vibration source identification 

method based on ICA technique has been introduced for structures. To validate the method, numerical analyses 

have been carried out for a plate and a cylinder structure.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method could be applied 

efficiently to source identification of complex structures. Nevertheless, additional studies would be required to 

complement problems of occasional inaccuracy.  

Keywords :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독립성분분석), Signal processing(신호처리), Vibration source signal identification(진동원 신

호 규명) 

1. 서 론

선박, 차량, 항공기 등과 같은 복잡한 형상 구조물들의 설계와 

제작, 운용 등에 있어서 진동과 소음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상 구조물의 진동과 소음 발생 원인이 

되는 세부시스템들의 소음수준과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

달경로를 분석한 후 적절한 제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필수 기술에 해당된다. 특히, 잠수함의 진동과 

소음은 은밀성(stealth)의 주요 지표가 되는 수중방사소음

(underwater radiated noise)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이에 

대한 제어기술은 고품질의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에 해당된다. 이는 과도한 수중방사소음 발생이 자함에 탑재되는 

음탐센서의 성능을 저하시켜 운용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적음탐센서의 탐지성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자함의 생

존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 및 건

조에서부터 운용까지 잠수함의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정량적 평가

가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제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잠수함 소음원 식별 및 소음원 기여도 분석 분야에서 새로

운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블라인드 소음원 

분리(blind source separation: BSS)기법을 들 수 있다. BSS기법

은 소음원 신호와 전달경로 특성에 대한 선행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응답신호만을 활용하여 미지 소음원 신호를 복구

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잠수함과 같이 소음원에서 응답 지점까지의 

정확한 전달특성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울 경우와 소

음원 및 전달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 베이스 및 선행 지식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 BSS기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Antoni, 2005). 최근 

들어 자기공명장치, 음향분리, 얼굴인식 등의 분야에 있어서 BSS기

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독립성분분석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기법이다(Hyvärinen & 

Karhunen, 2001). ICA기법은 측정 등으로부터 구한 한정된 신호정

보에 대해 통계적 독립성(statistical independency)을 갖는 신호들

로 구분해 내는 기법이다. 수상함, 잠수함 등과 같은 복합구조물

에 대한 ICA기법 적용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Briolle & Liu(2005)

는 ICA기법을 이용해 잠수함 자체소음으로부터 순수 주파수 신호

를 분리하였으며, Gelle & Colas(2001)는 ICA 기법을 이용한 순간 

혼합 음원을 분리한 바 있다. 또한 Cheng et al.(2011)은 박용 엔

진과 발전기 가동조건 하에서 횡격벽으로부터 측정한 진동신호에 

대해 ICA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진동원 신호를 분리하고 진동원에 

근접한 위치에서의 측정결과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진동원 규명에 있어서 ICA기법의 실제 

문제로의 적용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구조물의 진동원 

신호 규명에 대한 BSS문제를 정식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ICA

기법을 정립한다. 또한, 평판 및 원통 형상의 구조물에 대한 수치해

석을 통해 진동원 신호와 제안된 기법에 의한 분리신호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제 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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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A기법을 이용한 진동원 신호 규명

2.1 BSS문제

기기류에 의한 잠수함 수중방사소음 발생 메커니즘은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음원 신호(source signal, s)가 선체구조 등의 

전달경로(transmission path, A)를 거쳐 선체 외판에서의 진동신

호(outer-shell vibration signal, x)로 나타나며, 그 진동에너지가 

다시 수중방사소음(underwater radiated noise signal, p)으로 변

환되어 방사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Fig. 1 Structure-borne underwater radiated noise by 

machinery equipment 

  

Fig. 2 Correlation diagram of vibration source and 

measured signals  

이러한 수중방사소음 발생 메커니즘을 다수의 소음원 신호와 다

수의 선체외판의 진동문제로 단순화하면, Fig. 2와 같은 진동원 신

호와 수신된 진동 신호 간의 상관성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

으며, 유한개의 진동원과 측정진동응답에 대해 식 (1)과 같은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1)

여기서,  ,  , 는 측정진동응답 신호벡터, 혼합행렬(mixing 

matrix), 진동원 신호 벡터를 각각 나타내며, 식 (2)~식 (4)와 같

이 정의된다. 

   ⋯ 


                              (2)













  ⋯ 
  ⋯ 
⋮ ⋮ ⋱ ⋮
  ⋯ 










                                (3)

   ⋯ 


                                (4)

여기서, , 는 측정진동응답벡터와 진동원신호벡터의 i- 번째 

요소를 각각 나타내며, 는 i- 번째 진동원과  j-번째 진동응답

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혼합행렬요소이다. 또한, n과 m은 진동원 

신호와 측정진동응답신호의 개수이다. 

한편, 혼합행렬의 역행렬 (  ) 를 식 (1)의 양 변에 

곱해 주면 식 (5)와 같으며, 가 미지인 경우 전형적인 BSS문

제가 된다.  

                                        (5)

한편, 측정진동응답만을 이용해 미지의 를 적절한 기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면, 진동원 신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5)의 BSS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

해 측정진동응답신호만을 이용해 통계적 독립성(statistically 

independency) 신호성분을 분리함으로써 진동원 신호를 규명하

는 ICA기법을 적용한다. 

2.2 ICA기법

ICA기법은 전처리(pre-processing), 주처리(processing), 후

처리(post-processing) 등의 절차를 따른다(Fig. 3). 

Fig. 3 ICA procedure 

전처리 단계에서는 ICA기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측

정 진동응답 신호에 대한 영평균화(zero-mean)와 대각독립화

(whitening)를 수행한다. 영평균화란 신호의 평균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식 (6)을 이용한다. 



                                              (6)

여기서, 는 영평균화된 진동응답신호벡터이며, 는 진동응답

신호의 평균벡터를 의미한다. 

대각독립화(whitening)는 분석대상신호의 공분산행렬이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주요인자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기법을 

적용해 대각독립화를 수행하였다. 

                                           (7) 

여기서 와 는 영평균화 신호 의 공분산행렬에 대한 고유

값(eigenvalue)으로 구성된 대각행렬(diagonal matrix)과 고유벡

터(eigenvector)로 구성되는 직교행렬(orthogonal matrix)을 의미

한다.  

한편, 주처리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구한 영평균화, 대각

독립화 된 신호에 대해 ICA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통계적 독립성

(statistical independency)을 갖는 진동원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이

다. 통계적 독립성은 해당신호의 비가우스성(nongaussianity)이 극

대화 될수록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척도로 첨도(kurtosis), 

Negentropy 등이 적용될 수 있다(Hyvarinen, 2001). 본 연구에서

는 Negentropy를 이용하였다. Negentropy는 정보이론

(information theory)에 기초하며, 식 (8)과 같이 가우스분포

()와 임의변수분포()의 엔트로피(entropy)차이로 정의된

다. 

≈                                 (8)

여기서, 는 해당신호의 negentropy를 의미하며, 

와 는 식 (9)에 정의된 가우스분포와 임의변수분포의 엔트

로피를 각각 나타낸다. 

                            (9)

한편, 식  (8)에서 정의한 negentropy는 실제에 있어서 편의성

과 계산효율을 고려해 식 (10)과 같이 근사된다. 

∝                       (10)

 

여기서, ∙는 기대치를 의미하며, 는 비이차함수

(nonquadratic function)로써 본 연구에서는 식 (11)을 적용하였

다. 

 



 ≤  ≤              (11)

마지막으로, 후처리 단계에서는 진동원 신호와 ICA기법을 통

해 추출한 신호의 상관성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2)에 

정의된 상관성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를 적용하였다.  

참고로, 상관성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신호벡터들 사이의 상

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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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서, 와 ′는 진동원 신호와 ICA기법을 이용해 구

한 신호의 -번째 값을 각각 나타낸다.

3. 수치해석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제시한 ICA기법의 구조물 진동원 규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판 및 원통 형상의 구조물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때, 대상구조물의 물성치

는 Table 1과 같다. 참고로, 수치해석모델의 측정진동응답해석은 

MSC/NASTRAN을 이용하였으며, 진동원 규명은 FastICA 

(Hyvärinen & Karhunen, 2001)를 이용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objective structure

Property Name Unit

Elastic Modulus E 21000kgf/mm
2

Poisson Ratio  0.3

Density  7.85E-06kgf/mm
3

Damping ratio  0.03

3.1 평판

평판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모델과 기진원/수진원의 위치는 

Fig. 4에 보인 바와 같다. 평판의 크기와 두께는 각각 2,000 x 

1,000mm, 10mm이다. 3 변은 단순지지, 1 변은 자유단 조건으로 

모델링하였으며, S1과 S2에 각각 100Hz와 200Hz의 주파수에서 단

위조화기진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R1, R2, R3의 

진동응답점에서의 가속도 값(mm/s
2
)을 1초간 4,000Hz의 샘플링 

주파수(sampling frequency)로 구하였으며, 실제의 ICA분석에는 

신호가 안정화되는 0.5초에서 1초 사이 2,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Fig. 5는 S1과 S2 위치에 작용한 조화기진력을 나타낸 것이며 

Fig. 6은 측정진동응답의 위치, R1, R2, R3에서의 가속도 신호와 

이에 대한 주파수분석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Fig. 7은 R1, 

R2, R3에서의 진동응답신호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진동원 신호를 분리한 결과와 그 주파수 분석결과이며, 진동원 신

호(Fig. 5)와 비교할 때 진폭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신호 패턴에서는 

경향을 잘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plate

Fig. 5 Input force signal

Fig. 6 Accelerations in receiver location of plate

3.2 원통

원통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모델과 기진원/수진원의 위치는 Fig. 

8에 보인 바와 같다. 원통은 길이 500mm, 지름 250mm, 두께 

20mm이고 , 한 끝단이 단순지지, 다른 한 끝단은 자유단 조건으로

모델링하였다. 진동원 위치  S1, S2에서의 기진력은 평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Fig. 5), 수진점 R1, R2, R2에서의 진동응

답 신호 추출 시간 및 간격도 평판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Fig.9는 R1, R2, R3에서의 진동응답 신호와 그 주파수분석의 결 

Fig. 7 Separated source signals of plate

Fig. 8 Finite element model of cylinder

Fig. 9 Accelerations in receiver location of cylinder

과를 보인 것이며, 이를 이용해 진동원으로 분리한 결과는 Fig. 10

에 나타내었다. 평판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패턴에서는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분리된 신호와 진동원 신호의 순서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호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Separated source signals of cylinder

3.3 상관성 분석

앞에서 분리된 신호를 보다 정량적으로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동원 규명 기법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평

판과 원통에 대한 진동원 분석을 각각 4회씩 추가로 수행하였다. 

식 (12)을 이용해 패턴이 일치하는 원 신호와 분리신호 간의 상

관성을 계산하여 Table 2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성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평판의 경우 일부 시도에서 

상관성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Fig. 11과 Fig. 12는 평

판에 대한 상관성 계수가 가장 높은 경우와 가장 낮은 경우에 대

한 복원신호를 원 신호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진동원 규명 기법이 일정조건에서 효율성이 저하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original & 

separated signals, % (plate model)

Trial_1 Trial_2 Trial_3 Trial_4

S1 99.8 7.8 97.8 99.7

S2 99.6 99.6 99.8 6.9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original & 

separated signals, % (cylinder model)

Trial_1 Trial_2 Trial_3 Trial_4

S1 97.0 99.1 96.5 99.1

S2 99.1 97.3 99.1 96.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구조물의 진동원 규명을 위해 ICA기법을 정 

Fig. 11 Input force signals and separated signals of plate 

(trial_1)

Fig. 12 Input force signals and separated signals of plate 

(trial_4)

립하고 그 적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진

동원 신호 규명을 위한 BSS문제를 정식화 하고 ICA기법을 이용한

절차를 수립하였다. 또한, 평판 및 원통 형상의 구조물에 대해 제안

된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진동원 신호를 분리하고 원신호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ICA기법이 구조물의 진동



원 규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동일

한 수치해석모델에 대해 제안된 ICA기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분리된 신호와 원신호간의 상관성이 극히 낮게 추정되는 문

제점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재원 2011년도 핵심기술 위탁연구과

제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재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연구과

제(NO. 2011-0030669)로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Antoni, J., 2005. Blind Separation of Vibration Components: 

Principles and Demonstrations.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19(6), pp.1166-1180.

Briolle, B & Liu, X., 2005. Blind Source Separatio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Piston Slap from Other 

Measured Vibration Signals,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V.19(6), pp.1196-1208.

Cheng, W. Zhang, Z. & He. Z., 2011. Enhance the 

Separation Performance of ICA via Clustering Evaluation 

and Its Applications. Advanced science Letters, 4, 

pp.1951-1956.  

Gelle, G. & Colas, M., 2001. Blind Source Separation: A Tool 

for Rotating Machine Monitoring by Vibrations Analysi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48(5), pp.865-886.

Hyvärinen, A. & Karhunen, J., 2001. Idependent component 

analysis.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Siano, D., 2012. Noise control, reduction and cancellation 

solutions engineering. Intech.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 역산을 이용한 선체변동압력 예측기법

김동호(서울대학교), 성우제(서울대학교), 이재혁(해군 6전단), 이정훈(삼성중공업), 박철수(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프로펠러 소음은 선체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로서 선체의 운항 환경에 따라 공동 및 비공동 성분의 소

음을 발생시킨다. 공동소음의 경우 가장 지배적인 수중에서의 소음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알려져 왔으나, 비공동 소음

의 경우 잠수함, 어뢰 등 군사적인 측면에만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포드(pod) 추진체계 적용으로 선체 반류장

(wake field)이 개선된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의 비공동 환경이 선체 소음 및 진동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프로펠러의 비공동 소음원 예측을 위해 공동터널 내에서 단발 프로펠러 모형선에 대한 변동압력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데

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을 예측하는 역산 기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인 프로펠러 두께소음, 하

중 소음원을 프로펠러 주변의 특이점 분포방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음향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전달함수를 통해 프

로펠러 상부의 각 압력센서 배열 위치에서의 복제음장을 형성 후, 정합장 역산 기법으로 계측음장과 복제음장의 상관성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을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펠러 비공동소음원으로부터 유기되는 선체 변동압력 및 기진력 특성을 확

인하였다.

Keywords : Matched field inversion, Noncavitation propeller noise source, Boundary element method, Hull pressure fluctuation

1. 서 론

프로펠러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은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선체의 운항 환경에 따라 크

게 공동 및 비공동 성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 공동소음은 날개 

통과 주파수(BPF, Blade Passing Frequency)에서 나타나는 주

기성을 갖는 불연속 주파수 소음 성분과 프로펠러 날개의 경계층 

효과 및 여러 형태의 캐비테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대역 소음 

성분으로 구분되며, 비공동 소음의 경우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 

프로펠러 날개 형상으로 인한 두께소음과 날개면 사이의 압력차

이로 인한 하중소음으로 구분된다. 선박의 일반적인 운항 환경에

서는 공동 소음이 지배적인 소음원이기 때문에, 공동소음의 중요

성은 오래전부터 인식이 되어왔으나, 깊은 작전 심도로 인한 정

수압 때문에 공동이 발생되지 않는 잠수함이나, 포드 프로펠러 

적용으로 인한 선체 반류장 개선으로 공동발생이 지연되는 선박

의 경우 프로펠러의 비공동 성분이 선체 소음 및 진동에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로펠러의 소음에 관한 연구는 수치해석적 방법 및 실험적 

방법, 혹은 두 기법을 병행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수치해석적 방법의 경우 주로 전산유체역학(CFD)를 기반으로하

며, 비교적 정확한 유동해석 결과를 보여주지만, 상당한 계산량

으로 인해 선체 소음 예측에 대한 실질적 적용에는 많은 제한사

항이 따른다. 한편, 실험적 방법으로는 공동터널 등과 같은 시설

을 이용한 모형선 실험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실험 방법은 모

형선의 프로펠러 상부 선체 표면에 음향수신기를 설치하여 프로

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압력을 측정한 후에, 계측된 압력을 

표면에 대해 적분함으로서 대략적인 기진력을 예측하는 방식으

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사적인 방법은 선체 표면에 

매설할 수 있는 음압 수신기의 수량 제한으로 인해 정확도의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접근방법과 동일하게 모형선 변동압력 

계측 신호를 이용하되, 기존 연구에서는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던 

정합장 역산기법을 적용하여 매우 효율적이고도 빠르게 프로펠

러 비공동 소음원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Lee, J.H(2010)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프로펠러 공동 

소음원을 2개 또는 3개의 monopole 소음원으로 모델링하여 프

로펠러의 공동 소음으로 유기되는 선체 변동압력을 예측한바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의 비공동 상황을 물리적으로 반영

한 소음원 모델링을 통해 동일한 알고리즘이 프로펠러의 비공동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소음원으로 인한 변동압력 추정이 적용 가능함을 보이고자 하였

다.

변동압력 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알 수 없

는 가상의 프로펠러 소음원의 위치와 그 크기, 방향성 등을 예측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비공동 소음 발생의 물리적 현상

을 반영하는 정확한 비공동 소음원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한 해

결과제이다. 이를 위해 비공동소음원을 구성하고 있는 두께소음

(thickness effect noise)과 하중소음(Loading effect noise)을 각

각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음원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음향 경계

요소법(BEM)을 기반으로한 Mached-field inversion(MFI) 신호처

리 기법을 사용하여 프로펠러의 비공동 소음원 위치를 예측하였

다. MFI는 선체에 장착된 압력센서 배열에서 계측된 음향신호를 

기초로 하여 소음원에 예측에 필요한 복합적인 모델 인자를 역산

하는 예측 기법이다. 즉, 계측음장과 복제음장간의 상관성 평가

를 통하여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복잡한 역산 인자

들에 대한 목적함수 값을 최소화 시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함수는 Bartlett processor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여러 개의 인자에 대한 목적함수 최적화를 위하여 복합 알

고리즘 기법인 Adaptive simplex simulated annealing(ASSA) 기

법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Kirchhoff-Helmholtz(KH) 

적분방정식의 해를 통해 계산된 복제 음장이 MFI에 적용되며, 계

측 신호를 기반으로 등가 음원 모델이 최적화 되어 프로펠러의 

비공동 소음원을 예측하게 되며,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으로부

터 유기되는 선체 변동압력 및 기진력 분포를 예측할 수 있었다.

2. 비공동 소음원 모델링 및 역산결과

2.1 비공동 소음원 특성 및 모델링

비공동 소음은 크게 불연속 주파수 소음과 광대역 소음으로 

나뉠 수 있는데, 불연속 주파수 소음은 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 

날개 두께소음과 하중에 의한 소음으로 구분된다.

날개 두께 소음은 프로펠러 회전에 의한 체적변화의 주기성으

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며, 블레이드 전면에서 후면에 이르는 접

선방향에 따라 분포되는 dipole의 연속층을 생성하는 형태의 소

음원 모델, 즉 linear quadrupole 형태로 모델링 될 수 있다. 날

개 두께 소음은 균일 유입류를 가정했을 때 프로펠러 미소 표면

적에 대한 프로펠러 주변의 음장을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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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날개 단면 두께의 절반값을 나타내는 함

수이며,   ′

, 그리고 

′′′

′ 이다. 식 (1)을 

살펴보면 날개 두께에 의한 음장은 Fig. 1 과 같이 날개 중심면

과 나란한 축을 가지는 연속적으로 분포된 dipole 층으로 표현됨

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날개 두께 소음의 경우 선체 반류에서

의 변동 성분은 무시할 만하다고 알려져 있다

Fig. 1 Distribution of linear quadrupole source on propeller blades

날개 하중에 의한 소음은 프로펠러 날개의 유입면과 압력면 

간 압력차이의 발생으로 인해 생성되는데, 이는 균일 유입류

(uniform flow)에서의 평균 하중(mean load) 성분과 선체 반류

(hull wake)가 있을 때 발생하는 변동 하중(fluctuating load) 성

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Breslin 이 제시한 결과에 따

르면, 균일 유입류를 가정했을 때 프로펠러의 미소 표면적에 대

한 프로펠러 주변의 음장은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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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그림 2.3에서와 같이 프로펠러 날개의 

미소 표면적  ′′′에 대한 전후 압력 차이를 나타낸다. 식 

(2)를 살펴보면, 미소 음장이 날개의 나선(helical) 표면에 수직한 

축을 갖는 dipole 형태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날개 

하중에 의한 음장에서 평균 하중 성분은 Fig. 2 에서와 같이 날

개 단면의 중심선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dipole 층으로 생

각할 수 있다.

Fig. 2 Distribution of dipole source on propeller blade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인 두께소음, 

하중소음을 각각 linear quadrupole, dipole 소음원으로 모델링하

였으며, 다양한 조합의 모델을 이용한 역산 수행결과, single 

quadrupole + double dipole 소음원 조합이 가장 최적의 비공동 

소음원 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모형선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 역산

프로펠러에 의한 소음원 추적을 위하여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선 스케일의 단발 프로펠러에 대한 변동압력 측정 실험을 수

행하였다. 모형선의 변동압력은 프로펠러 상부에 설치된 7개의 

압력센서 배열을 통해 계측되었으며(Fig. 3), 계측 신호는 역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Propeller rotating plane

Fig. 3 The ship model equipped with a flush-mounted 

receiver array

압력센서(3번 채널)에서 계측된 변동압력 신호의 주파스 수펙

트럼은 Fig. 4 와 같으며, 공동 환경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과는 

달리 1BPF 성분만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The hull pressure spectrum at channel 3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원 역산을 위하여 복합 역산인자(x, y, z, 

소음원간 진폭비 및 위상차)를 프로펠러를 중심으로 Fig. 5와 같

이 설정하였으며, 최적의 역산인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ASSA 알

고리즘을 활용하였다. ASSA 알고리즘 과정 중에 탐색된 각 인자

들의 조합을 통해 가상 소음원이 형성되면 전달함수로서 경계요

소법을 활용하여 선체 표면의 각 압력센서에 복제음장을 형성하

고, 그 결과를 정합장 프로세서중 하나인 Bartlett processor를 

통하여 실제 계측 변동압력과의 상관관계 평가 후 결과를 저장한

다. 상기 과정을 적절한 횟수를 반복하면 최적의 소음원 인자를 

찾아내게 된다.

Search bound

Fig. 5  Search bound for propeller noise source 

parameters

비공동 환경에서 운용된 프로펠러 소음원 역산 결과 및 프로

펠러 상에 소음원 위치는 각각 Table 1과 Fig. 6과 같다. 1개의 

quadrupole 소음원과 2개의 dipole 소음원으로 모델링된 소음원

의 위치 역산 결과 Fig. 6(a)과 같이 프로펠러 회전면 상의 상사

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Table 1에서 목적함수 값

(7.6931E-04)의 최적화 수렴도가 매우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quadrupole과 두 개의 dipole 음원간의의 진폭비가 각

각 1:4.261, 1:7.030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하중 소음이 

두께 소음보다 지배적인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탐색인자 탐색범위 역산결과

Xmono(m) [-0.035 ~ 0.050] -0.016

Ymono(m) [0.000 ~ 0.150] 0.080

Zmono(m) [-0.120 ~ 0.125] -0.006

Xdi1(m) [-0.035 ~ 0.050] 0.016

Ydi1(m) [0.000 ~ 0.150] 0.076

Zdi1(m) [-0.125 ~ 0.125] 0.023

Ampdi1/Ampmono [0.100 ~ 10.000] 4.261

Xdi2(m) [-0.035 ~ 0.050] 0.000

Ydi2(m) [0.000 ~ 0.150] 0.117

Zdi2(m) [-0.125 ~ 0.125] -0.014

Ampdi2/Ampmono [0.100 ~ 10.000] 7.030

E(objective function value) = 7.6931E-04

Table 1 Inversion result for the single quadrupole + double 

dipole source model 



(a)

(b)

Fig. 6 (a) Effective source position of the inverted 1 quadrupole 

2 dipole model at 1BPF(left : rear view, right : side view), (b) 

Distribution of inverted quadrupole, dipole sources

또한, 다양한 quadrupole, dipole 소음원 조합을 통해 역산된 

소음원들의 위치를 중첩하여 날개표면상에 나타낸 결과 Fig. 

6(b)와 같으며, 프로펠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quadrupole 

소음원은 0.5R 부근에 집중 분포하고, dipole 소음원은 

0.3~1.0R 부근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H. Seol 이 제시한 통상

적인 프로펠러의 두께소음과 날개소음의 분포와 일치하는 현상

을 보여준다.

Measured data

Inversion result

Fig. 7 Comparison between the inversion result

and the measured data at 1BPF

Fig. 7 은 1BPF에서 측정값과 역산결과의 진폭(amplitude) 값

과 상대위상(relative phase) 값에 대한 비교 그래프 이다. 1개의 

quadrupole과 2개의 dipole로 위치가 역산된 결과 예측된 진폭, 

상대 위상값이 실제 측정된 값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확

인할 수 있다.

Amplitude distribution

Phase distribution

Fig. 8 Hull-pressure distribution using the 

single quadrupole + double dipole model at 

1BPF(upper : amplitude, lower : phase)

Fig. 9 Distribution of cumulative vertical hull 

force from stern(x=+0.3) to bow direction



역산된 비공동 소음원을 이용하여 산출한 선체 표면에서의 변

동압력 진폭 및 위상 분포는 Fig. 8과 같다. 공동소음과는 달리 

진폭의 변화는 프로펠러 상부를 중심으로 정확한 원을 그리며 방

사되지 않는 불규칙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H. Seol 이 

제시한 대로 두께소음과 하중소음이 각각 프로펠러 최전면 방향

과 축방향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상 또한  공동소음과는 달리 프로펠러 상부에서 급격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비공동 소음의 이러한 위상변화 특성으로 인

해 선체 표면에서의 전체 기진력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

다.  Fig. 9 는 선미(x=0.3m)부터 선수방향으로 수직방향 기진력

의 누적 분포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수직방향 누적 기진력 분

포 곡선이 프로펠러 상부(x=0m)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x=-0.5m

인 지점부터는 수렴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렴하는 값

이 위상을 고려하였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약 0.3배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비공동소음의 경우 공동소음보다 위상의 영

향을 더 크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형선 데이터를 이용

하여 실선의 변동압력을 예측할 경우 위상의 변화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는 프로펠러 상부 선체에 장착된 7개의 압력센서를 이

용하여,  기존 프로펠러 소음 해석 연구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하

면서도 간편한 프로펠러 소음원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역산 기

법을 제시하였다. 비공동 소음원을 구성하는 두께소음 및 하중소

음은 각각 quadrupole과 dipole의 조합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음

향 경계요소법과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

원의 크기와 위치를 등가 음원으로 예측하였다.

역산 결과 예측된 진폭 및 상대위상값이 실제 계측된 값과 거

의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quadrupole과 

dipole의 날개상 분포 위치 또한 통상적인 두께소음과 하중소음

의 날개상 분포와 일치하여, 물리적으로 역산 결과가 타당함 증

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선체 표면에서의 비공동 소음에서 하중 

소음이 두께 소음보다 지배적인 요인임을 보여주어 기법의 정확

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역산결과를 이용하여 선체 표면에

서 프로펠러의 비공동 소음원으로 인한 변동압력의 진폭과 위상

의 분포를 알 수 있었다. 비공동 소음의 경우 공동소음과 달리  

불규칙한 진폭의 변화와 급격한 위상변화의 특징을 보여주었으

며, 이로 인해 선체표면에서의 전체 수직방향 기진력은 위상의 

영향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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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l Duct의 와류유발 소음특성에 관한 연구 

 
유재찬, 이욱, 박성종, 김노성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소) 

 

요 약 

 

In this study, various aero-acoustic simulation techniques are categorized and compared in the point of effectiveness, 

accuracy, and required computational time. And CCA(Computational Aero-Acoustics) method which directly calculate the 

acoustic signature at receiver form the results of high accuracy unstead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pplied to the noise 

prediction of pump room fan hull duct of 320K TDW Crude Oil Tanker. From the predicted noise spectrum, a similar 

frequency component to the measurement results on the ship can be found. And from the comparison of velocity magnitude 

distribution and predicted noise spectra at the exit of hull duct for the port and stb’d side, it was verified that vortex generated by the tips of 

stiffener generates this noise component. And similar results can bee seen from the distributions of vorticity for port and stb’d side hull 

duct. 

 

Keywords : Vortex generated noise(와류 유발 소음), Hull Duct (선각 덕트), Computational Aero-Acoustics (전산공력음향학) 

 

1. 서 론 

 

선박의 기관실과 선실에는 다양한 공조기기가 설치되며, 소

음 진동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유체에 의

한 소음 진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해석적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유체해석 기법은 시간에 따른 변

동성분의 고려 여부에 따라 정상상태 해석과 비정상상태 해석으

로 구분되는데, 이 경우는 덕트나 배관 내부에 흐르는 유동의 압

력이나 유속의 변동 성분이 소음을 유발하거나 벽을 가진 하는 

것 이므로 유동장에 대한 비정상상태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

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 소음 해석기법을 정리하여 

검증된 해석 기법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방음설계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알려진 유동 소음 해석기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선각 덕트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였던 실선 사례에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소음 발생의 원인

을 분석하였다. 

 

2. 유동 소음의 해석 

 

2.1 유동소음 해석 기법의 분류 

컴퓨터의 계산능력 증가에 따라 전산 유체역학의 발전이 이

루어 진 것과 마찬가지로 공력소음 해석도 막대한 계산량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현재 잘 알려진 유

동 소음 해석기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며, Table 1은 이의 장

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Hong, 2011) 

Table 1 Comparison of prediction methods for aero-acoustics 

Features & Limitations CAA SSPM SNGR

수치해석 시 계산량 High High Low 

반사나 산란효과 예측 Yes No No 

고체표면을 통한 소음 전파 No No No 

음파의 유동에 의한 영향 Yes No No 

시간영역에 대한 계산 방식 Unsteady Unsteady Steady

압축성 유동해석 필요성 Yes No No 

계산 결과의 정확도 Good Good Good 

 

2.1.1 Computational Aero-Acoustics (CAA) 

 

Computational Aero-Acoustics (CAA)기법은 전산유체역학

적 해석에 의하여 직접 소음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음의 발생

과 전파를 동시에 계산해 내는 방법이다. CAA 기법에서는 전산

유체해석 결과에서 모든 음향 정보를 얻게 되는데, 소음을 예측

하는 파동방정식의 근원은 유동방정식임에 따라 고정밀도의 비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정상, 압축성 유동해석을 통하여 유동장과 음향장을 동시에 계

산하는 방식이다.  

CCA 기법에서 계산 영역은 소음원과 관측자를 포함하는 공

간으로 설정하고 유동장의 경계조건에 따라 유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관측점에서의 소음특성은 계산된 시간에 따른 변동압력

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음 전파에 대한 

모델링이 불필요 하며 계산 영역 내에서의 반사, 산란과 같은 모

든 음향학적 현상을 포함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CCA에서 소음원과 관측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원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계산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CCA 기법의 

실용적 적용범위의 한계를 만든다. 또한 주파수는 파장에 의하

여 길이 차원으로 변환될 수 있는데, 통상 3차원 음장에 대한 계

산에서 소음원의 파장의 10배 이하의 근접영역에 대해서 실용

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2 Segregated Source-Propagation Method (SSPM)  

 

유동 소음 문제에서 음압은 유동장의 압력에 비해 아주 작은 

값이며 음향 방사 역시 미소 에너지의 전달로 이루어 지게 되는

데, CAA 기법은 원거리 소음해석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유동 특성과 소음의 전파 특성을 분리하여 해석하는데 이것이 

Segregated Source-Propagation Method(SSPM) 이다. 

SSPM 에서는 소음원에 인접한 영역에 대해서 정밀한 비정상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소음의 전파특성은 파동방정식을 이용하

여 유동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변동압력을 소음원으로 사용하여 

관측점에 전파된 음향 신호를 추출해 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

다.  

SSPM 기법에서 음파의 전파를 계산하는 방식은 유한요소법

이나 경계요소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유동 해석에

서 얻어진 변동압력 계산 결과를 음장 해석 기법의 입력으로 활

용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추가적인 음장 해석 프로그램과 해

석 수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Ffowcs-Williams and Hawkings(FW-H) 모델을 이용한 

음장 계산법의 경우 유동해석 결과를 소음원으로 사용하고, 소

음원의 전파특성에 따라 단극자, 쌍극자, 사극자로 구분하여 얻

어진 파동방정식의 해인 Ffowcs-Williams and Hawkings 

Equation을 사용하여 관측점에서의 소음레벨을 추정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SSPM 기법은 소음원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유동해

석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원거리 소음해석에 적당한 방법이다. 하지만 유동과 음향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며, 음장의 중간 매질을 통한 반

사, 산란 등의 효과를 포함하지 못하고, 음원 위치에서 관측점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1.3 Stochastic Noise Generation and Radiation (SNGR) 

 

CAA 기법의 적용을 위해 고급 난류모델을 포함하여 비정상 

유동 해석을 수행 할 경우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Stochastic Noise Generation and Radiation(SNGR) 방

법에서는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계열의 난

류 모델을 사용한 정상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평균속도, 평균압력, 난류 생성/소멸 에너지 등의 정보로부터 소

음원의 특성을 예측하고 다양한 추론식에 의하여 난류 발생 소

음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직접적 해석에 의하여 발생 소음을 예측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니지만 대략적인 소음특성을 예측할 수 있어 

방음설계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광

역소음 모델이다.  

- Lilley’s equation 

- Linearized Euler Equation (LEE) 

- Proudman’s formula 

- Turbulent boundary layer noise model 

- Jet noise source model 

 

2.2 유동소음 해석 관련 연구사례 

2.2.1 기관실 통합 배기 덕트 시스템
 

 

본 건은 기관실내 환기 덕트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최

적화된 형상을 결정한 사례이다. (Park, Kim & Lee, 2011) 유동

해석을 위해서 Fluent를 사용하였으며, 정상상태 유동해석을 통

하여 유동장의 형태와 덕트의 압력손실을 계산, 설계변경 형상

에 따라 비교하여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였다. 

운용 조건에서 Fan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동 조건 

별로 유동장의 형태를 비교하고, 최적화된 덕트 형상을 결정하

였다. 또한 덕트 Elbow 의 압력손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사진 

형태로 형상을 개선했는데, 경사면 각도에 따른 해석결과의 비

교를 통하여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였다. 이때 유동의 가속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단면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2.2 3차원 고세장비 공동 주위의 난류유동 및  

음향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본 연구사례는 공력소음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인 공동 

주위의 유동소음에 대하여 비정상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발생 소

음을 예측한 사례이다.(Mun and Kim, 2010) 해석에서는 CAA 

방식을 사용하였고 난류모델은 기존 연구(Woo et. al. 2008)에 



적용한 Wilcox의 κ-ε 모델을 사용하였다.  

Mun은 기존의 실험 결과(Ahuja & Mendoza, 1995)를 대상으

로 해석했는데, 공동의 깊이는 5.08 cm, 세장비는 5.5, 6.5, 7.5 

이었고, 레이놀즈수는 1.6x106, 마하수는 0.53 인 아음속 유동

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비정상 유동에서 공동 전/후 평판과 바닥, 벽 인근에 조밀하

게 격자를 위치시킨 정밀 격자계를 사용하였으며, 수치해석을 

위해 20 Node PC-cluster 이용한 병렬처리 기법을 사용하였다.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벽면 변동 압력 스펙트럼에서 와류 주파

수 계산하고 알려진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의 밀도 분포도에서 폐쇄형과 개방형 공동의 유동

장 특성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L/D=7.5의 경우에

서 복수의 와류가 공동 내부에 존재하며, 중간영역 와류의 생성/

소멸의 반복에 따른 유동 및 음향특성의 특이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세장비(L/D=5.5) 조건에서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주파

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실선 사례를 이용한 비정상 

유동소음 해석기법의 적용 

3.1 실선 이상소음 발생사례 

Fig. 1 은 본 연구의 적용 대상인 320K TDW급 유조선의 

Pump Room의 형상이다. Pump Room의 환기를 위해 2대의 

Fan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각을 이용하여 형성된 덕트로 갑판 

상부로 유로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장비 작동 상

태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는 선주 측의 지적에 따라 현장에 

대한 소음과 진동 상태를 확인하였다. 해당 호선에 적용된 

Pump Room Fan의 사양은 Table 2와 같다. 

해당 장비는 좌/우현 측에 대칭형상의 선각 덕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Fan이 설치되어 있으나 환기관 출구의 위치가 

차이가 난다. 현장 점검 결과 우현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좌현에

서는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는데, 측정된 소음 레벨은 83.5 

dB(A)이었고 덕트 상부 갑판의 진동은 89 Hz에서 4.1 

mm/s,rms 였다. 이러한 이상 소음은 장비의 댐퍼 조작으로 유

량을 낮출 경우 사라졌으며, 이때 측정값은 소음 레벨 78.4 

dB(A), 갑판 진동은 0.1 mm/s,rms 이하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이상소음에 의하여 거주구에 대한 소음피해는 없었으나 출구 형

상을 변경하여 소음/진동을 감소 시킨 뒤 인도 하였다. 

본 사례는 유로 형상의 차이가 있고, 유량의 감소에 따라 이

상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덕트 내부 유동장의 와류성분에 의

하여 이상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연

구의 적용 대상으로 선택하고, 좌/우현 측 덕트에 대한 유동 해

석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3.2 유동해석 모델링 

Fig. 2는 유동해석을 위해 간략화된 선각 덕트의 형상이다. 2

차원 유동해석을 위하여 덕트의 단면을 사용하고, 해석상의 불

연속성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모서리는 제거하였다. 하지만 유

로를 직각으로 막고 있는 보강재의 경우 단면적을 변경하는 역

할을 하게 되므로 보강재 높이의 벽으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좌

/우현에 대한 방향은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유동장 

비교의 편의성을 위해서 입/출구의 위치가 동일 위치가 되도록 

회전시켰다. 

이상소음의 원인 규명을 위한 비정상 해석을 위해서는 정밀 

격자계를 필요로 하는데, 격자계는 총 좌현 측 295,600개, 우현 

Table 2 Specifications of Pump Room Fan  

 

 

 

Fig.1 Pump room section of 320K TDW COT 

 

 

Item Specification Unit 

Type Axial Flow Fan - 

Air Volume 35,900 m
3
/h 

Total Pressure 72.0 mmAq 

Static Pressure 57.0 mmAq 

Rotating Speed 1750 rpm 

Power Consumption 11.1 kW 



 

Fig.2 Simplified layout of hull duct for 2D analysis 

측 270,000개의 Quad 요소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때 사용 

요소의 최소 길이는 0.004m 이었다. 이때 Fan 은 일정한 유량

만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구 속도조건을 경계조건으로 부

여하고 Fan 상단에서 출구까지를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입구의 면적은 950x1700mm 이므로 Fan의 유량에서 덕트 

입구속도는 6.2m/s로 추정할 수 있다. 

비정상 상태 해석에서의 난류모델로 LES를 사용하였으며, 

Solution Method의 공간 차분법에서 Gradient 는 Least 

Squares Cell Based를, Pressure는 Body Force Weighted를, 

Momentum은 Bounded Central Differencing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Transient Formulation은 2nd Order Implicit을 선택했다. 또

한 비정상 해석의 Time Step은 본 연구사례의 관심 주파수는 

89Hz 이므로 0.001sec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FFT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500Hz 이다.  

얻어진 비정상 해석 결과에서 유동장의 변동압력 스펙트럼을 

얻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관측점을 설정하고 각 시각에서 압력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때 위치에 따라 그 요소에서의 압력을 

구하거나 그 인접된 벽면의 평균 압력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

였는데, 설정된 값은 Table 3 에 정리하였다. 

Fig. 4는 좌현 측 선각 덕트의 비정상 유동해석 결과 중 각 

Time Step에서의 속도의 분포와 각 관측점에서의 변동압력을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좌현 측 해석에서는 계산초기 유속

은 0으로 초기화 했으며, 0.001초의 Time Step으로 비정상 상태 

해석을 수행한 것이며 약 2400개의 Time Step을 계산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계산 초기 보강재에 의해 형성된 벽의 끝 단에서 

와류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하류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와류의 생성과 소멸이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부 속도가 높은 곳은 덕트의 출구 쪽으로 집

중 되는데, 하류 측 보강재의 앞전에서 생성된 와류가 해당 영역

의 유속이 더 높기 때문에 강한 와도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계산에서 1.4초 이후에 대해서는 와류 생성의 주기성

이  

Table 3 Type of observer location for pressure estimation 

No Location Type 

1 Point 1 Vertex Average Static Pressure 

2 Point 2 Vertex Average Static Pressure 

3 Deck Plate Area-Weighted Pressure 

4 Stiff-Left Area-Weighted Pressure 

5 Stiff-Right Area-Weighted Pressure 

 

 

Fig. 3 Layout of computational domain and receiver locations 

( left:stb’d side, right: port side )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이후의 계산 데이터를 

주파수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 5의 우현 측의 해석에서도 마찬

가지로 주기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4초 이후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변동압력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주파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얻어진 변동 압력 데이터에 대

하여 관심 주파수영역과 Anti-aliasing을 고려하여 20~300Hz의 

3rd Order Butterworth Band Pass Filter를 사용하였고, 와류 생

성이 안정화 된 이후 영역에 대하여 0.5초간의 Time Block에 대

한 Power Spectrum을 구하고 10% Overlapping을 하여 10회 

RMS평균을 취하였다. 이때 FFT계산 시 Hanning Window를 적

용하였으며, 이를 Pref = 20 μPa의 dB로 환산하여 도시하였다. 

계산된 스펙트럼의 Δf는 2Hz 이다. 

Fig. 6과 7의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Point 2의 스펙트럼은 다

른 관측점 위치와 비교하여 200Hz이하의 영역에 대하여 10dB 

이상의 높은 레벨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관측지점은 서로 유사

한  



 

(a) Distribution of velocity magnitude for each time steps 

 

(b) Calculated pressure fluctuation at each receiver location 

Fig. 4 Results of unsteady analysis for port side (Vinlet =6.20 m/s) 

 

음압 레벨을 나타낸다. 또한 좌현의 Point 2의 경우 82Hz에서 

높은 레벨의 피크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이상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Upper Deck에서 측정된 진동의 주파수 89Hz와 유사

한 값이며, 이 주파수가 Point 2 위치에서 발생하는 변동압력의 

주된 주파수 성분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이상소음은 

Duct 출구 측 보강재 끝단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변동압력이 

해당 부분의 벽면을 가진 하게 되고, 이에 의한 진동과 동일 주

파수의 유동소음 성분이 Upper Deck 상부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덕트의 출구는 직경 800mm의 원형 Pipe로 출구까지의 

길이는 약 5m인데, 이 길이는 82Hz 성분 음파의 파장의 5/4에 

 

(a) Distribution of velocity magnitude for each time steps 

 

(b) Calculated pressure fluctuation at each receiver location 

Fig. 5 Results of unsteady analysis for stb’d side (Vinlet =6.20 

m/s) 

 

해당하는 길이가 된다. 이는 출구 측 배관 내부에서 82Hz의 정

상파(Standing Wave)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

구 측에 동일 주파수의 변동압력이 기진력으로 작용할 경우 배

관 내부에 정상파가 발생하고, 이에 의한 소음은 증폭될 수도 있

기 때문에 이에 의한 원인도 같이 고려될 수 있다.  

Fig. 8은 좌/우현 측에 대하여 Point 2에서의 스펙트럼을 비교

한 것이다. 양측의 변동압력의 레벨은 82Hz에서 22.6dB의 차

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압력의 차이의 원인은 유동장의 와

류발생 특성과 유속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유동해석 결과

에서 순간 속도의 최대값은 좌현 측에서는 35.2m/s, 우현 측은 

24.2m/s로 약 1.5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좌현 측의  

높 



Fig.6 Predicted noise spectra at each receivers (port side)  

Fig.7 Predicted noise spectra at each receivers (stb’d side)  

Fig.8 Comparison of noise spectra for port & stb’d side 

 

은 순간속도가 변동압력과 와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Damper 를 조작하여 유량을 변경시켰을 때 소

음이 사라진 것과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소음의 방지를 위해서는 덕트 출구의 위치를 우

현 측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타 장비의 

배치와 관련하여 설치상에 문제가 있다면 보강재의 위치나 형상 

변경, 또는 추가적인 부재의 설치를 통한 유로 개선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Park 등의 연구 사례와 같이 

유로의 면적 변경으로 국부적인 속도 증가를 통제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관내유동 소음해석 기법을 이용한 해

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동 소음 해석방법을 조사하고, 이

상 소음이 발생한 실선사례에 해석 기법을 적용하고, 소음이 발

생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유동 소음 해석방법 조사에서는 잘 알려진 유동 소음 해석기

법인 CAA(Computational Aero-Acoustics), SSPM(Segregated 

Source-Propagation Method), SNGR(Stochastic Noise 

Generation and Radiation)의 접근 방식과 장단점을 정리했다.  

이상 소음이 발생했던 320K TDW급 유조선의 Pump Room 

Fan 선각 덕트의 경우 정상 상태 유동해석을 통하여 좌/우현 덕

트의 형상에 따른 유동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정

상 유동해석을 통하여 좌현 측에서 계산된 변동 압력 스펙트럼

에서 실선에서 측정한 값과 유사한 82Hz의 피크를 볼 수 있었

고, 변동압력 레벨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유속과 와도

(Vorticity)의 분포로부터 해당 성분이 출구 측 보강재 끝단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동 소음의 해석을 위하여 CAA나 FW-H 

방정식에 의한 SSPM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으며, 

해석 시 유동해석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고정밀 격자계와 LES 

수준의 난류 모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해석 수행에

서는 계산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차원 문제로 해석의 범위를 제

한하고, PC 환경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격자계 

형성의 제한과 긴 해석 시간 등의 한계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현업 문제의 적용 시 다양한 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차원 문제로 해석을 확장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계산

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계산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해석 서버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 기법

은 거주구 주변에서 Hand Rail이나 안테나 등에서 발생하는 와

류 흘림에 의한 유동 소음 문제나 유동장에 노출된 구조물 후류

의 난류 소음 등의 문제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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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o 장비용 유압 실린더의 마찰 기인 진동 소음 

Friction Induced Vibration of Hydraulic Cylinder  

for Ro-Ro Equipment 
이보하, 송성용, 양병진, 권혁(삼성중공업㈜) 

 

 

요 약 

 

RO-RO 선 또는 RO-PAX선의 차량 적재량 증가 및 층간 차량 이동에 사용되는 HOISTABLE RAMP SYSTEM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상 소음 문제는, RO-RO 장비의 장기간 운전에 대한 신뢰성을 저감시키며, 선박의 대선주 품질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OISTABLE RAMP SYSTEM에 대한 진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상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압 실린더의 실 패킹에서 발생하는 마찰 기인 진동에 대해 해석적 및 실험적으로 고찰을

수행하였다. 실 패킹에서 발생하는 마찰기인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실선의 공정을

고려하여 패킹에 가해지는 편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린더 로드의 Alignment 및 부드러운 재질의 실 패킹을

적용함으로써 이상 소음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Keywords:  Friction induced vibration(마찰기인소음), Hydraulic cylinder(유압 실린더), Ro-Ro Ship, Ro-pax Vessel 

 

1. 서 론 

RORO선박 및 ROPAX선박은 화물을 실은 차량을 그대로 

싣고 내리는 방식의 배를 말하며, 트레일러 선이라고도 하며, 

트레일러에 화물을 실은 채로 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RAMP를 통해 선내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RORO 및 ROPAX 선박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정박 중에는 선박내의 층간 이동과 부두로의 이동을 위해 

장착된 RAMP 시스템이 부착되게 되는데, 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HOISTABLE RAMP SYSTEM이 주로 

사용된다. HOISTABLE RAMP 시스템은 SHEAVE와 

HYDRAULIC CYLINDER로 구성된 구동부를 활용하여 

RAMP를 상하로 이동하여 정박 시에는 RAMP로 운항시에는 

DECK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유압실린더로 구성된 HOISTABLE RAMP 

SYSTEM의 경우, 운전 시 비정상적인 이상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와 같은 이상 소음은 HOISTABLE 

RAMP SYSTEM의 장기간 운전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 

시켜, 선박 자체에 대한 선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OPAX선에 장착된 HOISTABLE RAMP 

SYSTEM에서 발생된 이상 소음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석적 및 실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선박의 

인도 공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책 도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HOISTABLE RAMP SYSTEM 특성 

 

2.1 HOISTABLE RAMP SYSTEM 주요 재원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HOISTABLE RAMP의 주요 재원 

및 배치는 각각 아래 Table 1 및 Fig.1 과 같다. 

Hoistable ramp system은 구동을 위한 유압 실린더와 

Ramp의 이송을 위한 Sheave block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Guide를 통해 상하방향으로 이동하여 Ramp 및 Deck의 

역할을 수행한다. 

 

Table 1 Specification for hoistable ramp 

Item Contents 

Operation Hydraulic cylinder + Winch 

Ramp Length 47.5 m 

Inclination Max. 7° 

Total Load
 

150 tons 

Working Pressure
 

25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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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Hoistable ramp system 

 

2.2 HOISTABLE RAMP의 이상 소음 현상 

유압실린더, SHEAVE BLECK, GUIDE RAIL로 구성된 

HOISTABLE RAMP SYSTEM에서 운전시 비정상적인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소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수 있다. Fig.2는 HOISTABLE RAMP의 동작 시, 측정된 

소음 DATA를 F.F.T. 신호처리를 통해 나타낸 자료로써, 

150Hz 전후의 중저주파 소음이 귀를 압박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Non-stationary noise from the hoistable ramp 

 

2.3 진동/소음원 분석 

HOISTABLE RAMP SYSTEM에서 발생하는 이상소음의 

원인은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heave block과 

guide간의 마찰, Cylinder의 마찰, Ramp Hinge부의 마찰, 

Pipeline의 맥동 소음, Ramp Guide의 마찰 소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Table 2는 주요 구성품들의 운전 중 진동 측정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써, Cylinder Rod 및 Cylinder 

Case에서의 진동이 소음이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과 

유사하며, 이상소음과 연동하여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HOISTABLE RAMP에서 발생한 중저주파수의 

이상소음은, Cylinder 내부에서 발생하는 100~200Hz 

대역의 중저주파수 소음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2의 진동 특성의 경우 실린더 로드의 축방향 진동이 크게 

나타나며, 실린더 Rod의 이동에 따라 진동 현상의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다음 장에서 

해석적으로 분석 및 고찰 하고자 한다. 

 

 

Table 2 Vibration characteristics for hoistable ramp system 

 
 

3. 실린더 마찰기인진동 해석 및 고찰 

유압 실린더의 실 부위에서 이상진동은 실린더헤드에 

부착된 실이 실린더 Rod의 편하중이 높아 지거나 실의 

강성이 너무 높아 부드러운 피스톤 헤드의 부드러운 이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생 여부는 유압실린더 내부에 구성된 실의 고유진동수의 

추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데, 유압실린더의 내부에 설치된 

실의 고유진동수는 Fig.3의 Model을 바탕으로한 Equation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1]. 

 

           (1) 

,  

여기서, M은 Cylinder의 무게, m은 Seal의 무게, a1은 

윤활댐핑상수[1] 이다. 

 

 
Fig. 3 Analytical model for hydraulic cylinder[1] 

 

Equation [1]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유압실린더 실의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면, Cylinder stroke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130 ~ 160Hz로, 2.3절에서 측정된 

진동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2의 이상소음은 HOISTABLE RAMP SYSTEM에 설치된 

유압실린더 실의 공진에 의해 발생된 이상 진동이 

유압실린더를 거쳐 이상소음으로 전파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의 진동은 실부위에 원주방향으로 

편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진동이 증폭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딱딱한(강성이 높은) 실을 사용하는 경우 진동이 

증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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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atural frequency of cylinder seal due to stroke 

 

4. 방음 대책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대부분 인도 직전, COMMISSIONING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방음 대책은 항상 공정을 

고려하여만 한다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린더 헤드의 Seal을 기존의 딱딱한 

소재에서 부드러운 소재로 Fig. 5와 같이 교체함으로써 

실린더의 원활한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Seal부위에서 

공진에 의한 진동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실린더 실에 가해지는 편하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Cylinder Rod와 Sheave Block Guide의 중심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HOISTABLE 

RAMP의 동작 중에 발생하던 이상소음이 제거되어 RORO 

SYSTEM의 장기 운전에 따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a) Original seal 

 
(b) Modified seal 

Fig. 5 Replacement of Seal 

 

 
Fig. 6 Alignment between cylinder rod and guide 

 

5. 결 론 

RO-PAX선의 HOISTABLE RAMP SYSTEM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AMP 

SYSTEM에 대한 진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상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압 실린더의 실 패킹에서 

발생하는 마찰 기인 진동에 대해 해석적 및 실험적으로 

고찰을 수행하였다. 실 패킹에서 발생하는 마찰기인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실선의 공정을 고려하여 패킹에 가해지는 편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린더 로드의 Alignment 및 부드러운 

재질의 실 패킹을 적용함으로써 이상 소음을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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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ccurate block shape assessment is critical for ship manufacturing and a careful assessment of the shape of a fabricated

block against the design shape is a core issue. However, in current fabrication practice, the shape of each block is

evaluated manually using rigid body transformation. This manual evaluation process entirely depends on workers’

experiences and knowledge and makes automation of block shape assessment difficul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mputation method on the registration for shape assessment of a block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and for evaluation of 

its completion against the design shape. We test our method using a real block quality assessment data to demonstrate its

applicability to real ship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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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선박의 생산은 선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생산 

후 조립하는 블록건조공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조선소의 

생산효율은 높아졌다. 한편으로는 각각 생산되는 블록의 

생산품질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블록의 생산품질관리의 최종 목적은 블록의 조립작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탑재면(블록간의 

접합되는 면)의 생산오차(설계점과 블록의 생산점 사이의 

차)를 관리 한다. 이를 위해 조선소에서는 정도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오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블록의 

설계단계에서 정의한 생산오차를 블록의 생산 과정 중이나 

생산 후에 실제 블록의 생산관리점(생산오차의 관리를 위해 

정의한 블록의 탑재면이나 마진면상의 점)을 계측하여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생산오차를 

계산하는 것이다. 현재는 생산품질관리자가 직접 블록의 

계측데이터를 변환하여 생산오차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오차를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블록의 생산오차가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생산품질관리자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같은 블록에 대해 항상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새로운 생산오차계산방법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로는 신성철 등(2010)이 유전자알고리즘을 

사용한 최적탑재자세를 제안했고, 이종무(2002), 김 정 

등(2007)은 정합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선체외판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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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가공 완성도를 평가했고, 김덕은(2006)은 가상탑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앞의 연구들은 블록수준의 

정도 평가가 아닌 판 수준이나 블록의 다음단계인 탑재 

수준을 다루었다. 블록의 생산오차 평가에 관한 연구가 많이 

공개되지 않는 원인은 대부분 생산현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작되어 

공급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블록의 생산오차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정합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 3장은 블록의 정합알고리즘, 

4장은 적용 예 및 결과 분석, 5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정합 알고리즘 

 

 
Fig. 1 정합의 개념 

 

정합은 두 개의 물체를 강체 변환을 이용해서로 얼마나 

동일한지 비교하는 형상평가 방법이다. 정합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선택: 설계점군(정합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으로 쓰일 

점 군을 선택하는 과정(Fig. 2) 

2. 대응관계 맺기: 설계점군과 계측점군(정합 시 

강체변환이 일어나는 데이터)사이의 대응관계를 맺는 

과정(Fig. 3) 

3. 점들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변환 행렬을 구하는 

과정(Fig. 4) 

4. 계측점군을 변환행렬을 이용해서 변환 시키고 다시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거리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과정(거리의 

합이 가장 작으면 과정 종료 아닌 경우는 1.~4.를 반복) 

 

 
Fig. 2 설계점(정육면체)과 계측점(십자형) 

 

 
Fig. 3 대응점 관계 

 

 
Fig. 4 정합 적용 

 

앞의 정합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보면 주어

진 두 개의 점 군의 대응점을 계산하는 부분

(Table 1)과 두 개의 점 군 중 하나를 강체변환 

시키는 행렬을 구하는 부분(Table 2)로 나눌 수 

있다. 

Table 1 대응관계를 찾는 방법의 분류 

방법 설명 

1 
점과 점간의 최소거리를 이용하여 대응관계를 

찾음 

2 
점에서의 법선 방향의 최소거리를 이용하여 

대응관계를 찾음 

3 
점 군이 있는 공간을 분할하여 자료구조를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찾음 

 

Table 2 변환 행렬을 구하는 방법의 분류 

방법 관련 문헌 

Horn(1987) 
 점과 점의 관계를 이용한 

변환행렬 

Kok-Lim Low(2004)
 평면과 점의 관계를 이용한 

변환행렬 

Thomas M. (2003)
변환행렬을 이루는 변수를 

최적화 기법으로 구함  

 

 



3. 블록의 정합 알고리즘 

 

블록의 완성도 평가를 위한 정합 알고리즘을 

논의하기 전에 블록생산오차관리에 사용되는 데

이터의 특성과 현재의 블록생산오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보고 마지막으로 블록생산오차계산을 위

한 정합알고리즘에 관해 정리한다.  

3.1 생산오차 계산에 쓰이는 데이터 특성 

 

블록의 생산오차관리에 쓰이는 데이터는 설계

점데이터와 블록의 생산 후 다시 설계점을 계측

한 계측점데이터로 구성된다. 다시 생산오차관

리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 

되는데 탑재 시 절단할 수 있는 부분(마진면)과 

절단할 수 없는 부분(탑재면)으로 구분된다. 

3.2 현재의 생산오차 확인 방법 

 

현재의 블록생산오차계산방법은 대략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오차를 계산 한다. 하나는 관리자

가 계측데이터의 탑재면을 이루는 한 점을 선택

하여 설계점에 맞추고 이점을 중심으로 회전변

환을 하여 생산오차의 합이 적당히 작다고 생각

되면 회전변환을 멈춘다. 다른 하나는 탑재면상

의 임의의 두 점을 이용하여 한 개의 축을 만들

고 이축을 기준으로 계측데이터를 회전 시켜가

면서 설계데이터와 계측데이터 사이의 오차를 

확인 하고 앞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종료 한

다. 두 방법을 보면 결국 생산오차의 정확도는 

전적으로 관리자의 몫이다. 따라서 관리자에 따

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생산오차계산

을 통과한 블록도 동일한 관리자가 다시 계산해

보면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오차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

적인 평가기준을 근거로 생산오차를 계산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생산오차계

산에 정합알고리즘을 적용 한다.(Table 3)  

 

 

 

Table 3 블록생산오차계산을 위한 정합의 분류 

방법 기준 DOF(degree of freedom) 

1 무게중심점
6(3개 축 회전과 3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임의 점
3(3개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한 경우) 

3 임의 축
1(한 개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한 경우) 

 

3.3 축 회전 정합을 위한 수치해법 

 

Table 3의 방법 1.과 방법 2.는 정합알고리즘

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방법 3.은 오차거리의 합

이 최소가 되는 축 회전각을 구하는 것이다. 이

것을 수치문제로 정리하면 0~2 (도메인)사이의 

구간에서 목적함수(오차거리의 총합)의 값이 최

소인 것을 찾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메인이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해법으로

는 Bisection법과 Sampling법이 있다. 아래의 

표는 이 두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4 계산 결과 비교(단위 mm) 

데이터 방법 반복회수(목적함수 값) 

1 Bisection법 40(3.304133775) 

1 Sampling법 40(3.302635311) 

2 Bisection법 40(1.393542249) 

2 Sampling법 40(1.392627014) 

비교결과(Table 4) 목적함수의 값이 더 작은

Sampling 법을 적용 하였다.   

 
Fig. 5 데이터 1 

 



 
Fig. 6 데이터 2 

 

3.4 블록 완성도 평가를 위한 정합 

 

생산품질관리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 탑재면의 생산오차이고 다음으로 블록 전

체의 생산오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생

산오차의 확인과는 별개로 탑재면에 대한 생산 

오차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탑재면 데이터

에 Table 3을 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체데이

터에 대해서도 계산(Table 3)을 적용 하였다. 

Table 5는 블록의 생산오차를 계산할 때에 사용

한 정합방법과 대상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5 블록완성도 평가를 위한 정합 

방법 기준 사용 되는 데이터 

1 전체 무게중심 
전체(6DOF)  

데이터(탑재면+마진면) 

2 
탑재면 상의 임의

의 한 점 

전체(3DOF) 

데이터(탑재면+마진면) 

3 
탑재면 상의 임의

의 두 점 

전체(1DOF) 

데이터(탑재면+마진면) 

4 탑재면 무게중심 탑재면(6DOF) 

5 
탑재면 상의 임의

의 한 점 
탑재면(3DOF) 

6 
탑재면 상의 임의

의 두 점 
탑재면(1DOF) 

 

4. 적용 예 및 결과 분석 

 

비교 계산을 위한 실제 생산오차관리 데이터 3

개를 계산했다. 개발된 방법의 신뢰성확인하기 위

해 생산오차평가를 통과한 블록데이터를 이용했

다. 

아래의 Fig. 7 은 생산오차 계산에 사용되는 블

록과 블록의 생산관리점을 보이고 있다.  

 
Fig. 7 블록 데이터(녹색)와 생산관리점(적색) 

 

블록 완성도 평가를 위한 정합알고리즘의 

적용 전에 생산오차계산 결과를 자유도에 따라 

생각해 보면 자유도가 큰 정합방법이 

생산오차가 작고 자유도가 줄어들수록 

생산오차가 크게 나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생산오차평가의 기준이 되는 

점이나 축은 오차가 없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생산오차가 더 커지므로 오차의 

총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Table 6 정도관리 데이터 1 의 정합계산결과 

방법 오차의 합 최대오차 

1 83.29043 5.86299 

2 92.54842 7.31163 

3 96.87693 7.84825 

4 142.114689 9.49974 

5 99.56224 7.40878 

6 147.69306 10.1785 

 

 

Fig. 8 정도관리 데이터 1 

 



Table 7 정도관리 데이터 2 의 정합계산결과 

방법 오차의 합 최대오차 

1 203.771 8.01676 

2 211.2911 8.60058 

3 217.973 9.37907 

4 317.5711 16.2503 

5 244.1391 9.75038 

6 368.9274 18.0021 

 

 

Fig. 9 정도관리 데이터 2 

Table 8 정도관리 데이터 3 의 정합계산결과 

방법 오차의 합 최대오차 

1 95.39304 6.45061 

2 104.47973 7.43303 

3 100.867832 7.5908 

4 122.31808 12.1737 

5 117.37795 10.4336 

6 115.56357 11.2155 

 

 

Fig. 10 정도관리 데이터 3 

먼저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생산오차계산 결

과(Table 6~Table 8)를 보면 자유도가 가장 큰 

방법 1.이 가장 작은 생산오차를 보이고 방법 2. 

~ 방법 3.도 예상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

을 생산품질의 관리에 측면에서 보면 방법 1.은 

가장 작은 오차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점이나 

축에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품질평가로

서 의미가 작을 수 있다. 단지 생산품질의 관리 

시 참고사항과 정성적인 생산품질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써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탑재면 데이터만 사용한 계산 결과

를 보면 적용전의 예상은 방법 4.가 가장 작은 

오차를 보여야 하지만 방법 5.가 방법 4.보다 

작은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분석하면 

탑재면의 무게중심보다는 탑재면을 구성하는 임

의 점이 갖는 오차가 더 작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탑재면을 이루는 각각의 점은 생산오차

의 관리가 엄격하게 되지만 무게중심점을 구하

면서 탑재면을 이루는 점들이 갖는 미소한 생산

오차가 누적되어 생산오차계산결과에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탑재면에 대한 생산 관

리가 비교적 잘된 블록의 경우는 탑재면의 무게

중심을 이용한 정합방법보다는 탑재면의 임의의 

한 점을 일치 시키는 방법이 더 작은 생산오차

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결론 

 

기존에 블록의 생산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

찰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생산오차계산방법의 

개발방향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생산오차확인방법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여한 부분은 대략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신뢰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만

족하는 생산오차평가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

은 관리자의 주관적인 완성도평가를 대체하여 객

관적인 근거를 기반한 생산오차계산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생산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의 

다양화이다. 현재의 생산오차평가 방법은 전체의 

오차의 총합이나 특정점의 오차만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특정영역(임의로 지정된 점으로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한 오차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영역(탑재면)에 대한 

생산오차를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영역오차를 이

용한 새로운 평가 방법의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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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mix 기반의 P.E 작업장 분할 배치 최적화 

김상환1, 정현1,†, 김상현1 

카이스트 기계항공시스템공학부 해양시스템공학전공1 

 

Abstract 

 

Recently, the orders of commercial ships have declined while those of offshore plants have 

increased sharply in shipbuilding market. In response to this market change, shipbuilding companies are 

searching for optimal product mix in order to produce commercial ships as well as offshore plants with 

minimal additional investments to the facilities. 

This study aims at optimizing the pre-erection (P.E.) area partition plans for ship blocks and 

offshore blocks over the planning horizon based on future product mix forecast. Offshore plants P.E. 

area requires additional facility investment because the offshore blocks are usually much heavier than 

those of ships. We use DLP (Dynamic Layout Problem) methodology to find the optimal ratio of P.E. 

area partition considering the flexibility of future forecast change. 

 In this study, the material handling cost, operating cost, rearrangement cost and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for P.E. area are used for the optimal division. The optimal division for the P.E. area 

of offshore plants is then determined for ten years of planning horizon. The results are applied to the 

shipyard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business. 

 

Keywords: Product mix, Pre-erection area, DLP (Dynamic Layout Problem), Optimization, Shipyard 

 

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심해 시추선 장비의 발주가 석유의 수요 증가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조선소에서는 수주된 해양플랜트를 기존 수주가 

감소되는 상선의 작업공간에서 혼합 생산이 가능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혼합생산은 추가 시설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전략으로서, 상선과 해양플랜트를 혼합 생산하기 

위해서는 블록(Block)의 일정, 무게, 크기, 탑재방법 등 많은 

부분들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산업에서 블록은 선박 건조의 기본단위이다. 최근은 

도크(Dock)내에서의 조립 시간을 더욱 줄이기 위해, 

선행탑재(Pre-erection) 작업장에서 몇 개의 블록을 미리 

조립하여 대형 블록(Grand Block)을 만든 후 도크내로 

이동시켜 작업을 하는 탑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대형 

블록을 사용할 경우 조선소에 따라 다르지만 10개 내외의 

대형 블록으로 선박이 구성되기도 한다(Koh, et al. 2011). 

상선과 해양플랜트 블록은 회사의 생산공법, 공장크기 

등과 같은 조건과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크기 및 무게가 

결정된다. Drilling Derrick, External Turret Mooring System 

등의 무거운 장비가 설치되는 해양플랜트 블록의 무게는 

상선 블록보다 무겁다. 또한 해양플랜트는 도크외에서 주로 

탑재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크 크기에 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해양플랜트의 탑재 블록이 상선의 단위 블록보다 

일반적으로 크고 무겁다. 

Table 1은 국내의 한 조선소가 해양플랜트 건조 시 

필요로 하는 생산설비를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Table 1과 

같이 해양플랜트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개별 특징을 

감안하여 안벽 보강 공사, 지반의 지내력 보강 공사 등의 

시설투자가 요청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Table 1 Various Types of Offshore Plants and Building 

Requirements 

LNG  

FPSO 

-A floating crane for installing a tank and  

a topside 

-High standards for safety and quality 

-Above 80ton/m
2
 of the bearing power of  

the ground  

FSU 

-Above 80 ton/m
2
 of the bearing power of 

the ground 

-A long-term mooring at a Quay wall by 

installing ETMS (External Turret Mooring  

System) 

-High standards for safety and quality  

Jack-up 

Rig 

-Introducing a new system for Load-out 

-Above 60 ton/m
2
 of the bearing power of 

the ground 

-A floating/Crawler crane for installing a Leg

Semi 

Submersible 

Rig 

-A water depth more than 10m for  

launching and mooring 

-More than 10 months for mooring 

-Above 70 ton/m
2
 of the bearing power of 

the ground 

-A floating crane for installing a topside 

 

조선산업은 규모가 큰 특성상 투자가 이루어지면 

변경이 쉽지 않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수주 물량의 유연성을 감안한 

작업장을 설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10년 후까지 계획된 수주계획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P.E 작업장 비율을 최적화하여 최소의 

건설비용으로 일정 지연 없이 상선 및 해양플랜트의 

혼합생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P.E 작업장을 

해양플랜트 건조가 가능하게 한다면, 매우 큰 초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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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 및 그에 따른 

위험(risk)을 줄이면서, 계획된 해양플랜트 혼합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Dynamic Layout Problem (DLP) 

방법론의 취급운반 비용, 재배치 비용의 개념을 운영비용, 

추가 건설비용의 개념으로 변경 적용하였다. 수주계획상의 

물동량을 년도 별로 반영하고, 정해진 고정 정반에서의 

완제품 생산, 개별 블록의 lead time, weight, size 등의 

속성값이 상이한 혼합 생산 등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 미래 10년 동안 P.E 작업장의 최적분할 비율을 

계산하였다. 
 

1.2 Dynamic Layout Problem 방법론 

 

DLP는 주, 월, 분기, 년도 별로 기간을 구분하고 

취급운반 비용 및 재배치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장비를 최적 

배치하는 방법론이다(Balakrishnan, et al. 2003; Meng, et al. 

2004). DLP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생산량의 변화에 맞춰 기간별 layout 을 

변경하는 접근방법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계획된 생산량의 변화에 공장의 재배치 비용과 

취급운반 비용 등을 상호 고려하여 적합한 layout을 

채택하는 접근방법이 있다(Jaydeep Balakrishnan, et al. 

1998). 두 번째 접근방법은 식 (1) 과 같은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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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연구 현황 

 

Facility layout 의 목표는 물류 흐름 및 제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배치하는 

것이다(Heragu, 1997).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공장 최적 배치 및 설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Jaydeep Balakrishnan, et al. 1998). 조선소에서는 

물류 흐름을 감안한 공장 최적 설계, 고정 정반에서의 블록 

최적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Koh, et al. 2011). 

Facility layout 분야의 방법론들은 취급운반 비용 및 

재배치 비용을 다루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Amine Drira, et al. 2007). Static Layout Problem 

(SLP) 방법론은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취급운반 비용만을 고려한 방법론이다. DLP, Robust Layout 

Problem (RLP) 방법론은 다양한 기간 동안의 변화를 

고려하며 취급운반 비용과 재배치 비용을 감안하는 

방법론이다(Jaydeep Balakrishnan, et al. 2003). 



SLP는 장

layout 변경 

방법론이다(Am

RLP는 가

채택하는 방법

특징은 단일 기

전체 기간의 

방법론의 장점

단점은 예측되

아니므로 최

Moslemipour, 

산업분야에 적

Table 2는

기간, 특징, 혼

Table 2의

변경하며 재배

배치를 찾는 

data를 이용하

long term인 

정반에서의 완

혼합생산 등의

해양플랜트 분

본 연구에

Problem (AD

물량 반영, 고

속성값 반영
 

Table 2 Comp

Year  

Author  

Objective 

function  

Constraints 

Planning 

horizon  

Characteristic

of layout  

Product  

type  

Product  

mix  

장기간 안정적인

없이 지속적인

mine Drira, et a

가장 가능성이 

법론이다(Panag

기간별로 최적의

최적 배치를 

점은 재배치 비

되지 않는 수요

최소비용을 보

et al. 2011). 

적합하다. 

는 본 연구와 관

혼합생산, 검증방

의 관련 논문들은

배치 비용 및 물

연구들이다. 대

하여 검증하였다

10년 후 문

완제품 생산, 

의 문제를 반영

분할비율을 산출 

에서 제시한 

DLP) 방법론에는

고정 정반에서

, 건설비용, 

paring Existing 

19

Pana

Kou

Min. Rear

cost + 

handlin

 
p% of th

solu

Severa

c Ro

lay

Li

Prod

(mac

X

(mac

인 제품 수요

인 생산이 가능

al. 2007). 

높은 수요에 

giotis Kouvelis

의 공장 배치를 

공장에 설계하

비용을 줄일 수

요량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비교적 제품의

관련 논문들을 목

방법 등에 대해서

은 생산라인에서

물류비용들을 감

대부분 연구들의

다. 따라서 기

문제, 라인 생

개별 블록의 

영하여 P.E 작업

출할 수 없다. 

Asymptotic D

는 10년 후의 

의 완제품 생

생산비용 등

Researches  

992  

agiotis  

uvelis  

rrangement 

Material 

ng cost  

M

he optimal 

ution  

l periods  

bust  

yout  

ine 

uction 

chine)  

X 

chine)  

요로 인해 공장

능하도록 배치하

대해서 layou

s, 1992). RLP

하는 것이 아니

하는 것이다. R

수 있다는 것이

는 layout이 최적

없다(Ghorban

의 수요가 고정적

목적함수, 제약조

서 비교한 표이다

서 장비들의 순서

감안한 최적의 장

의 결과는 가상

기존의 방법론들

산이 아닌 고

속성값이 상이

업장 내의 최적

Dynamic Layo

년도 별 계획

산, 블록의 개

등을 감안하였

1992 

Jaydeep 

Balakrishna

Min. Rearrange

cost + Mate

handling co

Budget

Several perio

Dynamic 

layout 

Line 

Production

(machine)

X 

(machine)

장의 

하는 

ut을 

P의 

니라 

RLP 

며, 

적이 

nali 

적인 

조건, 

다. 

서를 

장비 

상의 

들은 

고정 

이한 

적의 

out 

획된 

개별 

였다. 

조

추

현

작

공

계

Dy

re

종

Fi

Pr

an  
S.K

ement 

erial 

ost  

Min.

co

h

ods  Se

 

n 

)  

)  

조선산업 분야의

추가적으로 ADL

현업에서의 다양

작업장 최적 설계

Fig. 1은 F

공장의 모양, 목적

계측화된 분류표

ynamic layout

earrangement c

종합적인 Facility

 

g. 1 Tree Struc

roblem  

2004  

Kulturel-konak 

Rearrangemen

ost + Material 

andling cost 

Area 

everal periods 

Dynamic  

layout  

Line 

Production 

(machine) 

X 

(machine) 

의 Key-event

LP 방법론에 

양한 제약조건들

계를 할 수 있다

Facility layout 

적함수의 종류 

표이다(Amine Dr

, Fixed layout

costs, Space a

y layout 연구로 

cture of Resear

2

 V.Madhus

nt Min. Rea

cost +

hand

Ge

Severa

Ro

la

Pro

(ma

(ma

t, Loss율 등

반영하였다. A

들을 반영하며 1

다. 

연구분야에서 

등과 같은 제약

rira, et al. 200

, Min. handlin

allocated 등이 

분류될 수 있다

rch Dealing wit

2011  

sudanan Pillai  

arrangement 

+ Material 

dling cost  

eneral 

al periods  

obust  

ayout  

Line 

duction 

achine) 

X 

achine) 

등의 특성들을

ADLP 방법론은

10년 후의 P.E

다루고 있는

약조건들에 의한

07). 본 연구는

ng costs, Min.

반영되어 있는

다. 

h a Layout 

2012 

Sanghwan 

Kim  

Min. Total 

operating 

cost  

Area, 

Schedule, 

Size 

Long term

(decade) 

Asymptotic

Dynamic 

Layout 

Product

O 

(Block) 

을 

은 

E 

는 

한 

는 

. 

는 

 



Fig. 2는 F

방법론, RLP 

DLP, RLP 방법

 

Fig. 2 Tree St

본 연구에

비용의 개념(J

방법론의 가장

선택하는 개

조선산업분야에

다양한 제품을

중요하다. AD

물동량을 반영

비율을 계산할

 

본 논문은 

이어 제 2장에

제시된 ADLP

과정, 생산량 

마지막으로 제

대하여 논의하

 

제 2 장

본 연구의 

해양플랜트의 

분할 비율을 산

를 건조할 수 

Facility layout 관

방법론에 의해

법론의 특징들을

tructure of Meth

에서는 DLP 방

Jaydeep Balak

장 가능성이 

개념들을 개

에 제시했다. 

을 감안한 최

DLP는 다양한 

영 및 조정하여 

할 수 있는 방법론

1.4 논

네 개의 장으로

에서는 본 연구

P 방법론을 설명

계획, 결과 및

제 4장에서는 논

하였다. 

장 Asympto

Problem

2.1 Probl

목표는 P.E작

특성들을 감안

산출하는 것이다

수 있도록 전체를

관련 논문들을 

해서 분류한 표

을 반영한 연구이

hodology 

 

방법론의 취급운

krishnan, et a

높은 수요에 

개선하여 AD

미래는 고객의

적의 layout을

제약 조건 및 

10년 후 P.E 작

론이다. 

 

논문의 구성 

로 구성되어 있다

구의 문제를 풀

명한다. 제 3장

및 분석 등에 대

논문의 연구 결과

otic Dynam

m 방법론 
 

em definition 

 

작업장에서 상선

안해서 혼합 건조

다. P.E 작업장내

를 공사하게 된

SLP 방법론, D

표이다. 본 논문

이다 

운반 비용, 재배

l. 1998) 과 R

대해서 layou

DLP 방법론

의 요구에 따

을 설계하는 것

년도 별 계획

작업장의 최적분

다. 제 1장 서론

풀기 위해 새롭

장에서는 최적화

대해서 설명하였

과 요약 및 검증

mic Layout

선과 전략적 선택

조 할 수 있는 최

내에서 해양플랜

된다면 많은 비용

DLP 

문은 

 

배치 

RLP 

ut을 

론을 

따라 

것이 

획된 

분할 

론에 

롭게 

화의 

였다. 

증에 

t 

택인 

최적 

랜트

용이 

발

병

한

전

일

별

산

최

C

b

b

정

반

용

(

다

발생한다. 더불어

병행해야 하기 때

한다. 따라서 최

전략적으로 10년

일정 지연 없이

별 해양플랜트 최

2

P.E 작업장

산출하기 위한

최소화를 위해 식

 

(
1ii

CMinC =
−

i : Plannin

i
C : 해당 년

α : P.E 작

b : ,{
1
bb

j
b  는

j 는 해

Lb : 블록의

Sb : 블록이

i
A : 추가

0  

i
F : 전체 le

2.3 추가 건

 

추가 건설비용

정의하였다. 추

반의 지내력에 

용 )(
C

C 을 적용

)(
o

C 은 노무비

다. 
 

 

 

 

 

{

어, 조선산업 특

때문에 일정지연

소의 비용으로 

년 후 물량을 계

혼합 건조할 수

최적분할 비율을

 

2.2 목적함수 

 

장에서 해양플랜

목적함수로써 

식 (2)와 같이 정

)(
1 ii

FA ++ α

ng horizon (20

년도에 산출된 총

작업장 내에서 해

},,,
32 n

bbb L

는해당 블록이 P

해당 블록의 번호

의 lead time [da

P.E 작업장에서

가 건설비용   (

             (α

ead time에 대한 

건설비용 )(
i

A

용과 운영비용을

추가 건설비용의 

비해 높은 60 ~

용했다. P.E 작

비용, 직접비용/간

특성상 건설공사

연 등의 추가적인

로 최대의 효과를

계획하여 상선과

수 있는 P.E 작

을 산출하고자 한

및 설계변수 

랜트의 최적 

추가 건설비용

정의 하였다. 

)),,( SLi
bbbF

12년 ~ 2021년

총 비용 [\] 

해양플랜트 영역

 

.E 작업장에 들어

호 

ay] 

서 차지하는 면적

)(
1−

〉
ii

αα [\]

)
1−

≤
ii

αα [\]

한운영비용 [\] 

) , 운영비용(F

을 산출하기 위해

기준은 일반 상

~ 100ton/m
2
 기

작업장 내에서의

간접비용을 감안

사와 생산일정을

인 loss 가 발생

를 얻기 위해서

과 해양플랜트의

작업장 내의 년도

한다. 

분할 비율을

용 및 운영비용

)  

(2

년) [year] 

역이 차지하는 비

어가는 순서 

적 [m
2
] 

] 

\] 

)
i

F  산출 

해 식 (3), (4)를

상선 건조 시 지

기준으로 건설비

의 일 생산비용

안하여 적용하였

을 

생

, 

의 

도 

을 

용 

2)

비율

를 

지

비

용

였



iCi
CA = (α

TLCF
Oi
×=

a
PE  : 전

TLT : 년

 

 

State의 개

State는 특정시

이다. 본 모델

는 시간은 고려

이 동시에 교체

식 (5)에서

작업장내에서 

다. 

 

min(c

t
BS =

l

t
B  은  

lead time의 집

식 (6)은 

TLT는 총 lea

합으로 나타낼

 

∑
=

=

u

c

c

t
STLT

1

Fig. 3은 

끝나면 TLT가

 

Fig. 3 Definitio

 

예를 들어, 

갖는 블록이 

완성된 블록이

작업장으로 들

남아 있던 블

ai
PE×−

−

)
1

α

LT  

전체 P.E 작업장

년간 Total Lead

2.4 State 별

개념을 도입하

시간 P.E 작업

델에서는 블록이

려되지 않았기 

체됨으로써 sta

서 
c

t
S  는 c  

lead time이 가

)l
t

B  

c  state 에서

집합이다. 

P.E 작업장 내

ad time을 의미

낼 수 있다. 

 

이 과정을 도식

가 구해진다. n

on of the State

Fig. 4 와 같이

배치되었다고 

이 반출되고, 동

들어온다. 2일이

블록들의 lead t

 

장 넓이 [m
2
] 

d Time [day] 

별 lead time 산

하여 Total lead 

업장내에 있는 블

이 P.E 작업장 내

때문에 완성된 

te가 변하게 된

state 을 의미

가장 짧은 블록의

서 P.E 작업장 내

내에서 모든 블록

하고, 모든 sta

식화하였다. 마지

은 블록의 총 개

e 

이 state 1의 각각

고 가정하자. 2

동시에 대기하고 

이 지났기 때문

time 은 2일만

산출 

time을 산출한

블록들의 배치상

내, 외부로 이동

블록과 다음 블

된다. 

미하고, 이것은 

의 lead time 과

내에 있는 블록들

록이 완성된 시간

ate 의 lead tim

지막 State 
u

t
S

개수이다. 

각의 lead time 

2일이 지났을

있던 블록이 P

문에 P.E 작업장

만큼 줄어들고, 

(3)

(4)

한다. 

상태

동하

블록

P.E 

과 같

(5)

들의 

간인 

me의 

(6)

 가 

 

을 

때 

P.E 

장에 

이 

새

Fi

 

의

∑
=

n

k

부

내

∑
=

p

k

해

전

∑
=

s

k

블

의

같

새롭게 배치된 블

g. 4 Lead Time

2.5

식 (7)은 P.E

의 면적보다는 작

∑
=

≤

n

a

k

a
EPB

1

.

k

a
B 는 k 블

부 블록의 개수이

 식 (8), (9)는

내에 건조가 이루
 

∑
=

≤

p

p

k

t TCTH

1

k

t
H  는 해양

해양플랜트 블록

전체 건조 기간을

∑
=

≤

s

ship

k

t TCTD

1

k

t
D  는 상선

블록의 총 개수

의미한다. 

2.5

본 논문에서

같이 
n

g 을 정의하

블록들을 state 2

e Calculated St

2.5 제약

.1 P.E 작업장 

E 작업장 내부의

작아야 한다는 것

록의 넓이를 의

이다.  

는 각 상선과 해

루어 져야 한다는

plants
 

양플랜트 블록의 

록의 총 개수이다

을 의미한다.  

ps
 

선 블록의 lead 

수이다. 
shipsTCT

.2 블록의 P.E 

블록의 입고 순

하였다.  

2 로 정의한다. 

tates 

약조건 
 

면적 및 건조기

의 블록 면적의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n 은 

해양플랜트는 계

는 것을 의미한

lead time 을 의

다. 
plantsTCT 는

time 을 의미한

는 상선의 전체

작업장 입고 순

순서를 배열하기 

기간 

합은 P.E작업장

(7

P.E 작업장 내

계획된 건조기간

한다. 

(8

의미한다. p 는

는 해양플랜트의

(9

한다. s 는 상선

체 건조 기간을

순서 

위해 식 (10)과

 

장

7)

내

간 

8)

는 

의 

9)

선 

을 

과 



zwvrozwvrog
n

++++= 10101010),,,,( 234
 

(10)

각 변수는 분기별 )(o , lead time별 )(r , 구획 별 )(v , 

delivery date별 )(w , 해양플랜트 블록 or 상선블록 )(z 과 

같다. zwvro ,,,,  중에서도 o  가 배치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z 가 영향력이 가장 적다. 각  zwvro ,,,, 는 배치 

순서가 빠를 수록 작은 값을 가지게 설정하였다. 

 
o  : 해당블록이 착수해야 하는 분기 (o =1, 2, 3, 4) 

[quarter] 

r  : Lead time 이 긴 블록부터 짧은 블록까지의 순서 

(r =1, …, n) 

v  : 구획 별 블록 번호 (v =1 (Engine room),          

v =2 (Fore body), v =3 (Double bottom),        

v =4 (Side shell), v =5 (Bulk head),              

v =6 (Upper deck)) 

w  : 인도 일자가 빠른 블록부터 느린 블록까지의 

순서(w=1, …, n) 

z  : z =1 (해양플랜트 블록), z =2 (상선 블록) 

식 (11)은 
n

g 함수에 따라 각 블록을 만 단위의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함수 값이 작은 순서대로 블록의 순서가 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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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최적화 
 

 

3.1 생산량 계획 
 

조선소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시설투

자를 진행한다. 따라서 미래 수주 물량을 예측하거나 Yard 

상황에 맞는 전략선종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조선소의 case study 를 위해서 전략적인 생산량을 

확정했다. 향후 해양플랜트의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여 생산량을 증가 시켰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ADLP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년도 

별 생산량을 같거나, 다르게 변동을 주었으며, 같은 생산량

에서 상선과 해양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미래 생산량을 확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을 해양플랜트 건조 시장의 진입 시기로 보고 점진적으로 생

산량을 증가시켰다. 상선 과 해양플랜트 2~3척을 혼합건조 

할 수 있는 조립량 기준 20만 톤을 최대 생산량으로 보고 

2021년 최종 물량으로 확정하였다. 

Table 3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P.E 작업장 생산

량 계획이다. 

Table 4 는 ADLP 방법론을 이용해서 α  를 구하는 방법이

다. α  값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2012년 해양플랜트 비율을 

구한 후, 2013년 생산량을 2012년 해양플랜트 영역 비율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값과 년도 별 공

사 구간을 줄일 수 없다는 제약조건을 통해 2012년 α 의 

비율을 조금씩 넓히면서 전체 운영 비용이 작은 해양플랜트 

영역의 비율을 찾는다. 이때 α  를 찾기 위해 Golden 

section method 를 이용한다. 년도 별 시뮬레이션은 2021년

까지 진행한다. 

 

Table 3 α  Using ADLP Methodology by Year 

 

Year α  
Construction 

costs 

Operating 

costs 

The final 

result 

2012 - 
Construction 

costs 

Operating 

costs 
2012

α  

2013
2012

α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ACC) 

Operating 

costs 

max 

),(
20132012

αα

L L 

2021
2020

α ACC 
Operating 

costs 

max 

),(
20212020

αα

 

 

 

 

Table 4 The Amount of Commercial Ships and Offshore Plants by Year   (Unit: one thousand tons)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ommercial ships 34 40 60 56 65 60 82.5 60 54 50

Offshore plants 6 10 20 24 35 40 67.5 90 126 150

Total amount 40 50 80 80 100 100 150 150 180 200

Percentage of 

Offshore plants 
15% 20% 25% 30% 35% 40% 45% 60% 70% 75%



2012년부

반으로 한 운

장기적인 생산

생산할 수 있는

 
 

 

Fig. 5는 

해 종합적인 사

 

Fig. 5 Flowch

 

 

본 연구의

최소의 비용으

록 최적의 α

작고, lead tim

동량은 시뮬레

부터 2021년까지

운영 비용을 최소

산계획에 부합되

는 PE 작업장의

3.2 

MATLAB을 이

사항들을 나타내

hart of Simulatio

3.3 α

의 목표는 장기적

으로 P.E 작업장

α  를 구하여 la

me 이 짧을수록

레이션을 통해서

지의 건설비용과

소화하는 α  값

되는 상선 및 해

의 layout을 최적

순서도 

 

이용한 시뮬레이

내는 순서도이다

on 

 의 최적화 

적으로 ADLP 방

장 내에서 혼합

ayout 을 설계하

록 조선소에 유리

서 state 별로 α

과 lead time 을

값을 산출함으로

해양플랜트를 혼

적 설계할 수 있

이션을 수행하기

다. 

방법론을 이용해

합 생산이 가능하

하는 것이다. α

리하다. 년도 별

α  가 구해진다.

을 기

로써 

혼합 

다. 

기 위

 

해서 

하도

α 가 

별 물

  

에

주

α

의

Fi

가

E

소

다

F

Fi

별

Fig. 6은 작은

에 할당한 가중치

주기 위해 α

α  의 최대값에

의 하였다.  

 

g. 6 The Proce

 

α  의 기대값

가중치를 곱하여

 

wE αα +=
11

][

 

 

본 연구에서는

소 비용이 발생하

다. 2012년도의

ig. 7은 2012년

 

g. 7 α
 

of the

Table 5 는 Go

별 α  및 년도 별

 

은 α  에 대한 

치에 대한 그래

의 최소값에서

에 0을 가지는 선

ess for Deducti

값은 식 (11) 과 

모두 더하여 나

nn
wα+L  

3.4 최적화 결

는 2012년 α 를

하는 α 로부터 

해양플랜트 영

년 state 별 α  

e State on 2012

olden section 

별 전체 운영비용

기대값을 구하기

프이다. 작은 α

서 최대의 가중

선형의 Weight 

ing the )(αE  

같이 α  에 해

나타낸다. 

결과 및 분석 

를 다양한 시나

년도 별 시뮬레

영역의 비율은 α

값이다. 

2 

method 에 의

용이다. 

기 위해 각 변수

α  에 가중치를

중치를 부여하고

Function 을 정

당하는 

(11

나리오를 통해 최

레이션을 시작했

α =0.0444 이다

해 구해진 년도

수

를 

고, 

정

 

)

최

했

다. 

 

도 



Table 5  α  a

Section Metho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양플랜트

추세를 보인다

구간에서는 해

유리한 구간이

건설비용과 le

있기 때문에 

2015년 α 를

P.E 작업장에

올바른 결정이

운영비용 측면

Fig. 8은 

변화추이이다 

 

Fig. 8 Optima

Year 

 

 

and Annual To

od by Year     

α  

0.0444 

0.1691 

0.1691 

0.1691 

0.1881 

0.2382 

0.2382 

0.4 

0.4573 

0.4573 

트의 물량이 

다. 하지만 계속

해양플랜트 물량

이 존재한다. 

ead time 을 기

이와 같이 정체

를 통해서 해양플

에서 해양플랜트

이 아님을 확인

면에 의해서 결정

ADLP 방법론에

l Division for the

otal Operating C

                

Annual tota

              

            

              

              

              

              

              

              

              

              

증가할수록 α

속 증가하는 것

량이 증가하여도

이것은 전체 

반으로 한 운영

체 구간이 나타

플랜트의 물량이

트의 영역을 

인할 수 있다. 

정된다. 

에 의해 구해진

e P.E Area of O

Cost Using Gold

         (Unit: 

al operating cos

21,731,000,0

  4,198,590,0

14,820,000,0

11,960,000,0

14,902,610,0

15,333,400,0

24,440,000,0

19,947,580,0

17,933,230,0

18,070,000,0

α 값이 증가하

것은 아니다. 일

도 전년도 α 값

운영비용은 추

영비용이 포함되

타난다. 2013년

이 증가한다고 해

확장시키는 것

즉, α 는 전

진 년도 별 α

Offshore Plants 

den 

\) 

s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는 

일부 

값이 

추가 

되어 

~ 

해서 

것이 

전체 

의 

 
sby 

우

수

필

중

조

시

노

조

조

분

증

확

통

및

있

최

실

최

일

제

미

및

작

관

있

절

공

위

있

후

본 연구의 A

우리의 목적함수

수 있는 α  를 구

필요한 해양플랜

 

4

최근 해양플

중소 조선소 및

조선소에서는 상

시설을 이용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선산업 분야에

조선소 Case stu

분할 비율을 찾

증가한다고 해

확장시키는 것이

통해 알 수 있었

및 제약 조건들의

있었다. 해양플랜

최대의 효과를

실현하였다.  

본 연구의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내에 혼합생

제시된 α 로 점

미래 생산 계획에

및 건설 공사 기

작업장의 건설 기

관련해서 부수적

있다. 

일부 조선소

절단공정에서 조

공정까지도 혼합

위해서 이번 연구

있었다. 

마지막으로, 

후에 조선소에 적

ADLP 방법론을 

수인 추가 건설비

구했다. 10년 후

트 최적분할비율

4. 결

4.1 연구결과 

 

플랜트의 수주가

조선분야의 협

상선과 해양플랜트

고, 건설 비용 및

다. 

서는 DLP 방법론

ADLP 방법론

udy 를 통해서

찾았다. 연구 

해서 해양플랜

이 올바른 판단

다. DLP 방법론

의 변경을 통해 

랜트의 최적분

내야 한다는

의 목표인

상선과 해양플랜

합생산이 가능함

점진적으로 해양

에 영향을 미치

기간을 크게 단

기간이 단축되면

적인 loss 비용 

소는 상선과 

조립공정까지는 

합 생산이 가능

구를 진행했으며

본 연구의 결

적용한다. 

 

 

 

이용해서 일정

비용과 운영비용

후, 2021년 P.E 

율은, α =0.45

결 론 

 

요약 및 검증 

가 증가하고 있는

협력업체에게는

트의 혼합생산을

및 건설 시간을

론과 RLP 방법

론을 제시했다. A

 10년 후 해양

결과를 통해

랜트의 작업구

단이 아님을 비

론을 새로운 분야

적용 가능하다

할 비율은 최

는 경제원칙을

P.E 작업장 

랜트의 공정지연

함을 검증하였다

양플랜트 작업장

치지 않으면서 건

단축할 수 있다

면 작업장 내의

등을 추가적으

해양플랜트 

는 이루어 지고

능할 수 있다는

며 매우 우수한 결

결과는 추가적인

 지연 없이 

용을 최소화 할 

작업장 건설에

573 이다.  

는 시장 상황은

는 큰 기회이다.

을 위해 기존의

을 최소화하려는

법론을 개선해서

ADLP 방법론을

양플랜트의 최적

해서, 생산량이

구간을 무조건

용적인 측면을

야에 설계 변수

다는 것을 알 수

소의 비용으로

을 조선소에서

장 건설비용을

연 없이 정해진

다. 본 연구에서

장 공사를 하면,

건설 비용 절감

다. 그리고 P.E

의 블록 생산과

으로 절감할 수

혼합 생산이

고 있다. P.E

는 결론을 찾기

결과를 얻을 수

인 사업성 검토

 

은 

. 

의 

는 

서 

을 

적 

이 

건 

을 

수 

수 

로 

서 

을 

진 

서 

, 

감 

E 

과 

수 

이 

E 

기 

수 

토 



후기 

 

This research was partially supported by WCU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31-2008-000-10045-0),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No. 20114030200040) 

 

참 고 문 헌 

 

Amine Drira., 2007, Facility layout problems: A survey. 

Annual Reviews in Control, 31, pp. 255–267. 

Ghorbanali Moslemipour & Tian Soon Lee & Dirk Rilling., 

2011. A review of intelligent approaches for 

designing dynamic and robust layouts in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 Int J Adv Manuf Technol. 

Heragu, S. S. 1997. Facilities design. Boston: BWS. 

Jaydeep Balakrishnan, Cheng, C. H., 1998. Dynamic 

Layout Algorithms: a State-of-the-art Survey. 

Omega, Int. J. Mgmt Sci. Vol. 26, No. 4, pp. 

507-521. 

Jaydeep Balakrishnan, Cheng, C. H., & Wong, K. F. 

2003a.,  FACOPT: A user friendly Facility layout 

OPTimization system. Computers & Operations 

Research, 30(11), pp.1625–1641. 

Meng, G., Heragu, S. S., & Zijm, H. 2004., 

Reconfigurable layout problem.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42(22), pp. 4709–4729. 

Panagiotis Kouvelis., 1992. Algorithms for robust single 

and multiple period layout planning for manufacturing 

system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63, pp. 287-303. 

Shiegheun Koh, Jeonghee Jang, Daewon Choi, 

Sangbok Woo., 2011. Spatial Scheduling for 

Mega-block Assembly Yard in Shipbuilding Company. 

IE Interfaces, Vol. 24, No. 1, pp. 78-86. 

 



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레이아웃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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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기계항공시스템공학부 해양시스템공학전공1
 

 

Abstract 

 

The Facility Layout Planning (FLP) is a fundamental problem strongly influencing the overall productivit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case of shipbuilding industry, material handling costs account for a large 

part in total production costs due to its heavy and massive intermediate products. An optimized shipyard 

layout is essential for minimizing total production cos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shipyard layout based on minimizing material handling costs in the

construction of ships, considering irregular shipyard shape and unequal department areas. Adjacency

and alignment requirements among departments are also considered. The optimization process consists

of two stages: Topology and Geometry optimizations. In the topology stage, we determine the optimal 

centroid location of each department using Genetic Algorithm (GA). In the geometry stage, each 

department gradually grows while filling unoccupied shipyard space from the optimal centroid until it

reaches to its designated size and shape, using Stochastic Growth Algorithm (SGA).  

The practicality and the reduction of material handling cost are identified comparing the optimized

shipyard layout based on proposed approach with real shipyard layout suggested by human layout expert.

 

Keywords: Facility Layout Plan (FLP), Shipyard Layout, Genetic Algorithm (GA), Optimization, Irregular facility shape, Adjacency, Alignment 

 

1. 서 론 

 

1.1 연구배경 

 

공장 레이아웃 설계(FLP – Facility Layout Planning)는 공장 

내 장비와 시설의 물리적 배열을 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장비와 시설의 배열은 생산비용, 생산소요시간, 물류비용, 

완성품 및 중간생산품의 이동거리 등 공장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Tompkins et 

al.,(1996)에 의하면 생산비용의 20~50%는 공장 

레이아웃과 공장간의 물류비용에 의해 좌우된다. 모든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변화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적화된 공장 레이아웃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선산업의 경우 원자재가 강재이며 중간 생산품이 

블록이므로 타 제조업에 비해 물류비용이 생산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T. Lamb, 2011). 최근 

국내조선소는 대형선박의 연이은 수주로 인하여 과거 

중/소형선박 건조시보다 생산비용에서 물류비용의 비중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조선소 레이아웃 설계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기존의 조선소 레이아웃은 타 제조업과 달리 

지형적인 특성, 각 공정간의 복잡한 물류 흐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 설계되어지기 보다 일부 생산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도출 되었다.  

조선산업의 경우 해안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타 제조업과 달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과 같은 전체 

형상을 갖추기가 어렵다. 특정 공정의 경우 지리적인 조건 

및 관련 공정과의 연관성에 의해 레이아웃 설계 시 특정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플로팅도크 공법을 이용하여 

선박을 건조, 진수하는 경우 선행탑재 공정은 플로팅도크와 

인접하여야 하며 해상크레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반드시 

위치하여야 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생산공정의 많은 부분이 

Job-Shop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조립공정의 경우 판넬 

이동을 위한 라인 형성이 필요하므로 레이아웃 설계 

과정에서 선, 후행 공장과의 경우 인접여부와 판넬 이동을 

위한 공장간 정렬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공장 

레이아웃 설계 방법으로는 조선소 레이아웃 설계에 필요한 

상기 조건들을 레이아웃 설계 시 고려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전체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며 현실적인 조선소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레이아웃 설계를 위해 최적화 과정에서 부정형의 전체형상, 

각 공장간의 인접성과 정렬을 고려하였다. 최적화 과정은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각 공장의 최적 중심점을 산출하는 

위상최적화와 확률 증가 함수(Stochastic Growth 

Algorithm)를 이용하여 위상최적화 단계에서 결정된 각 

공장의 중심점을 확장해 나가는 형상최적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2 관련 연구 현황 

 

Azadivar, F. and Wang, J. (2000)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산 사이클 타임(Cycle Time)을 최소화 하는 최적 

공장 레이아웃 설계를 수행하였다. 제약조건으로 전체형상 

및 공장의 형상은 직사각형으로 고려되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아웃을 염색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Horizontal slicing), +(Vertical slicing) 기호를 

이용한 이진 트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진 트리 방법은 

공장간의 위상관계를 *, + 기호를 통하여 명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며 유전자 알고리즘 돌연변이(Mutation), 

교배(Crossover) 적용과정에서 *, + 기호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레이아웃 설계 도출이 가능하나 최적화 과정에서 

특정 공장의 위치를 고정시키거나 공장의 인접 및 정렬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레이아웃 최적 설계를 완료한 후 

전체적인 형상 도출이 가능하다.  

Ming-Jaan W. (2005)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Space Filling 

Curve(SFC)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체 면적 활용도와 각 공장의 모양을 고려하여 공장 

레이아웃 설계를 수행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공장의 SFC 배치순서를 최적화하고 SF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공장 형상을 도출하였다. 염색체를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공장 배치 순서, 각 공장 면적, 전체 면적, 

SFC 방향, 대역폭의 크기 정보를 염색체에 입력하였다. 

2차원상의 레이아웃 문제를 용이하게 1차원상의 염색체로 

전환이 된다. SFC 알고리즘 상에 정의된 대역폭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 다양한 폭을 가진 공장 레이아웃 설계에 

적합하지가 않다. 특히 두 개의 대역폭에 걸쳐있는 공장의 

경우는 비현실적인 형상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Aiello, G. (2006)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인 ELECTRE(ELimination and Choice 

Expressing REality) (Martin, G. R., 2000)를 이용하여 

물류비용 최소화, 인접도, 공장간 거리 만족도, 공장의 형상 

비율을 최적화하는 다 목적함수 기반으로 최적 공장 

레이아웃 설계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최적 레이아웃 

설계방법보다 실질적인 레이아웃을 도출하였으나 부정형의 

전체형상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수직 라인에 놓여진 공장의 

폭이 동일한 폭으로 고려되었다.   

Eleanor, K. N. (2008)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확률 증가 

함수를 이용하여 군함의 각 구역 내부를 최적 배치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하여 구역 내부에 배치되어야 하는 

선실의 위치를 설정하고 확률 증가 함수를 이용하여 선실이 

실질적인 형상을 갖추도록 하였다.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최적 레이아웃 설계는 현실적인 레이아웃을 

도출하였으나 좌현과 우현에 위치한 통로가 각 구역 내에 

고정 위치로 고려되어 선실의 대역폭이 고정된 형태가 된다.  

해당 구역의 면적 활용도의 최대화를 기반으로 선실의 

배치를 하므로 공장 레이아웃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는 

물동량의 최적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함정 구역배치 

최적화에 특화되어 있다 (Parsons et al. 2008). 

 

Table 1 Comparison of optimal facility layout problem 

between this study and other past studies 

Study 
Objective 

Function 

Shape 

Whole layout / 

Department 

Alignment

Azadivar, 

F. W. 

(2000) 

Overall shorter 

average cycle time 

Quadrate
  

/ 

Rectangular 

X 

Ming, W.

& 

 Michael, H. 

H. (2005)

 Min. material flow 

cost factor 

Max. shape ratio 

factor & 

area utilization 

factor  

Rectangular
  

/ 

Rectangular 

X 

G.Aiello 

M.Enea 

G.Galante

(2006) 

Min. material flow 

cost factor 

Max. adjacency  

& aspect ratio 

Rectangular
  

/ 

Rectangular 

X 

Eleanor, 

K. N. 

(2008) 

Min. overall & 

segment 

 dimension 

Max. adjacency  

& aspect ratio 

Rectangular
  

/ 

Non-Rectangular

X 

This study

Min. total material 

handling cost 

Max. space 

utilization 

Non-Rectangular 

/ 

Non-Rectangular

O 

 

본 연구에서는 부정형의 전체 형상과 각 공장의 인접도와 

정렬을 만족하며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레이아웃 



설계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레이아웃을 도출한 Eleanor, K. 

N. (2008)의 최적화 단계와 같이 위상최적화와 

형상최적화로 구성하였다. 부정형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위상최적화에 이용된 유전자 알고리즘의 염색체 

설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형상최적화 단계에서는 

위상최적화를 통한 공장간의 중심점을 기반으로 공장간의 

정렬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 선박건조 공정 및 조선소 레이아웃 

 

2.1 선박건조 공정 

 

일반적인 상선 건조 공정은 강재입고, 전처리, 가공 & 

절단,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선행의장, 선행도장, 

선행탑재(Pre-Erection), 탑재, 진수, 안벽공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강재 전처리 후 진행되는 가공 공정은 

절단작업과 굽힘작업을 통하여 선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평면판, 곡면판, 직선형강, 곡선형강 등)를 제작하는 

공정이다. 가공공정에서 제작된 부재는 송선 정보에 준하여 

해당 조립공정으로 이송된다. 조립공정은 가공공정을 거친 

부재를 취부하여 용접하는 소조립, 평판 블록, 곡외판 블록, 

상부구조 블록을 조립하는 중조립, 대조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재와 판재를 이용하여 단위블록을 생산한다. 

단위블록은 선행의장, 선행도장 공장의 크기에 따라 1차 

선행탑재를 진행 후 후행 공정으로 이동 되거나 선행의장, 

선행도장 공정을 마치고 선행탑재가 진행된다. 선행탑재를 

통하여 대형화된 블록은 도크에서 탑재를 함으로써 선체의 

전체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기장, 선장, 전장공사와 같은 

주요 의장공정은 선행의장공정을 통하여 선각공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면 선행탑재공정, 안벽의장공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와 같은 선박 건조 공정 및 물류의 흐름은 Fig. 

1 같이 간략히 표현된다. 

 

 
Fig. 1 Ship construction procedure & Material flow 

선박 건조 공정은 앞서 소개한 것보다 공정 상호간에 더욱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세부적인 공정이 아닌 

전체 공정을 고려한 공장 레이아웃 최적화 설계에 주안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 레벨 선박 건조 공정만 고려한다. 

 

2.2 조선소 레이아웃 

 

조선소 위치는 타 제조업에 비해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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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SME Shipyard (DSME Homepage) 

 

선각 공정에 해당하는 전처리 공정에서 대조립 공정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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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방법이 아닌 새로운 레이아웃 설계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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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USN 적용을 위한 Case Study: E/R Test를 중심으로 

 
김대석(인하대학교), 이경호(인하대학교), 이 광(인하대학교) 

 

 

요 약 

 

조선 분야는 현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IT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다. 이 중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은

센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USN 기술을 실제 선박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선박의 방선을 통해 환경을 점검하고,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Test를 진행하였다. 선박 내에는 많은 강재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USN 환경을

구축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본 Test에서는 개발 비용이 적고 쉽게 노드를 구성할 수 있는 Zigbee 통신을

활용하였고,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해 데이터 전달의 유효성을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Test는 선박의 엔진 룸과 선원 거주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직선 거리, 꺽인 거리, 장애물 사이 등등 여러 가지 Case 별로 Test를 진행 하여, 향 후 선박

내 USN을 구축 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ase 별 Data를 수집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향 후 선박

내의 무선 환경을 구축할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축된 센서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업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현장 작업자의 업무의 효율을 상승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 된다. 

 

Keywords: USN, Zigbee,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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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기반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E/R 점검 지원 시스템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인하대학교), 이경호(인하대학교), 김대석(인하대학교)

요 약

최근 선박과 해양 플랫폼은 점점 첨단화되어감과 동시에 무인화 되고 있으며 거대해지고 있다. 또한 해양 안전의 관점에서 해

양 구조물의 유지보수와 안전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엔진룸이나 선체와 같은 안전 감시 지역이나 화재와 가스의

압력 같은 상태에 관한 모니터링은 해양 구조물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Zigbee기반의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과 스마트패드와 같은 사용자 휴대기기를 통해 선

박의 엔진룸 점검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강재 재질과 장비간의 주파수 간섭으로 인

한 선내 무선통신 제한사항이 존재하지만 Zigbee의 Mesh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자의 스마트기기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과 관련한 유지보수 정보와 설계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문제

의 원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작업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국내 조선소의 해양 구조물 인도이후 서비스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Keywords : Ubiquitous sensor network(USN, 지능형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Engine room(E/R, 선박의 기관이 존재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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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및 도장 관련 잔여수명예측 시스템 설계
이한민(한국기계연구원), 박성환(한국기계연구원)

요 약

Measurement made during inspection and corrosion monitoring work is a major asset and such data in many cases
accumulated at considerable cost is often under-utilized. In order to use inspection data to provide for longer term 
planning of operations, maintenance and inspection requirements, a key factor is the availability of a data base system 
to store and promote the colla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This paper present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result of corrosion and coating remaining life estimation system.

Keywords : Remaining life estimation(잔여수명 예측), Corrosion rate(부식 속도), Painting rust(도장 녹), Statistical analysis(확률통계 분석),
Image processing(영상 처리)

1. 서 론
선박에서의 부식은 수분이 관여되는 습식 전기화학적 부식이

며, 선박의 부식 환경은 전도성이 높은 해수에 항시 잠겨있는 부
분, 해양의 대기에 노출된 부분, 해수와 습한 공기 또는 화물에 
접하는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식 손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건조 시 도장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선체의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한 손상의 대부분
의 원인이 부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각국 선급에서는 선체 부
식상태의 선급기준 검사를 강화하고, 과대하게 부식된 선체부재
에 대한 수리지침을 제공하며, 부식 속도 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TSCF(Tanker Structure Co-operative Forum)에서는 유조선
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부식
손상 예측모델을 도출하였다(TSCF, 1986, 1992, 1997). 이후 
구조부재의 위치나 부식환경 등에 따라 단일 및 이중선각 유조선
에 대한 부식속도의 평균치와 변동계수를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Hart, 1985, Viner & Tozer, 1985, Pollard, 1991, 
Loseth, Sekkeseter & Valsgard, 1994, Paik, 1998)

선체 검사와 부식 모니터링은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작업임
에도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하는 측정 데이터는 제대로 활용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식 및 도장 관련 측정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잔여수명을 예측함으로써 정
비와 관련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식 및 도
장 잔여수명예측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설계현황을 소개한다.

2. 요구사항 도출
부식 및 도장 잔여수명예측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도출을 

위하여 조선소와 해운선사, 부식 및 도장 두께 계측업체 등을 방
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PhDSoft사의 C4D(Witte & 
Grossman, 2011), ABS의 SafeNet Hull Maintenance(Kalghatgi, 
Serratella & Hagan, 2009), DNV의 Nauticus Hull Integrity, GL
의 HullManager 등의 기존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하여 부식 및 
도장 잔여수명예측 시스템의 주요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Fig. 1 Overview of the proposed system
 Fig. 1은 제안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모듈을 나타낸다. 부

식 관련 모듈에서는 부재의 두께 측정값을 바탕으로 lognormal 
또는 weibull 등의 확률통계 모델을 적용하여 부식속도와 잔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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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계산하고, 도장 관련 모듈에서는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처리 기법을 통해 녹과 박리 등의 열화 비율과 잔여수명을 
계산하고 정비에 요구되는 페인트 면적 및 볼륨을 계산한다. 가
시화 모듈에서는 부식 및 도장 모듈에서 계산된 잔여수명 데이터
를 바탕으로 날짜에 따른 선체 부재의 상태를 컬러로 가시화해주
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에서는 회전, 이동, 확대/축소 등의 3
차원 모델 뷰잉 기능과 두께 데이터 입력 테이블, 모델 탐색 트
리 및 속성 창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Table 1은 도출된 주요 기능 요구사항을 보여준다. 부식과 도
장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해 잔여수명을 예측하는 기능과 이
를 가시화하는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Table 1 Functional requirements 
일련번호 요구사항

R1 검사 날짜, 위치, 두께 등 부식 정보를 입력한다.
R2 측정된 부식 데이터에 확률분포 곡선맞춤을 수행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다.
R3 부식 속도로부터 extrapolation 함수를 이용하여 

잔여수명을 예측한다.
R4 검사 날짜, 위치, 사진 이미지 등 도장 정보를 

입력한다.
R5 도장 사진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을 통해 

녹과 박리 등의 열화비율을 계산한다.
R6 달력 컨트롤을 이용해서 날짜를 변경하면 해당 날짜의 

두께 예측값에 따라 부재의 색상을 가시화한다.

Fig. 2는 부식 및 도장 잔여수명예측 시스템의 활용 시나리오
를 나타낸다. 먼저 탑재용 운영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잔여수명
예측 시스템 모드로 전환하고, 부식 관련 작업을 진행하거나 도
장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부식 관련 작업에서는 먼저 각 
부재별 두께 데이터를 입력하고 확률통계 기능을 이용하여 부식
률 계산한다. 이전의 연도별 부식률 데이터로부터 앞으로의 부식 
진행 과정을 예측하여 잔여수명을 계산한다. 한편, 도장 관련 작
업에서는 관심 영역을 정의하고 도장 이미지를 입력한 후 도장 
영상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 상에서 녹슨 영역의 비율을 계
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에 소요되는 페인트 양과 적용 면적 
등을 계산한다. 부식과 도장에 관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잔여수명
이 계산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날짜별 부재의 상태를 컬러로 가시
화한다.

Fig. 2 Usage scenario of the system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부식 및 도장 잔여수명예측 시스템의 확장성 및 재사용성을 

위하여 각 기능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스토리보드 클래스를 두어 
실제 작업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Fig. 3에서 보듯이, 두께 측정값 
입력을 담당하는 ThicknessStoryboard 클래스, 확률통계를 통한 
부식 속도 계산을 담당하는 CorrosionStoryboard 클래스, 잔여수
명 예측을 담당하는 LifeEstimationStoryboard 클래스, 도장 영역  
선택을 담당하는 RegionStoryboard 클래스, 영상처리를 통한 녹 
비율 계산을 담당하는 RustStoryboard 클래스, 사진 이미지 입출
력을 담당하는 PictureStoryboard 클래스가 있다. 부재 두께나 
부식 속도, 잔여수명 등의 주요 데이터는 ModelManager 클래스
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한다.

Fig. 3 Class diagram of the system
3.1 부식 잔여수명 예측 모듈

부식 잔여수명 예측 모듈에서는 선체 두께 정보를 입력으로 
확률통계 처리를 통해 부식속도와 잔여수명을 예측한다. 두께 입
력으로는 부재별 평균 두께 또는 측정 위치별 두께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다. 부식속도 확률통계 처리 기능에는 입력된 두께 측
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식속도(mm/year)에 대한 빈도(%)를 표
시하고, Lognormal, Weibull 등 확률분포 모델을 적용하여 해당 
확률에 대한 부식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 Fig. 4는 이와 
같은 확률통계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잔여수명 예측 기능으로는 
각 부재의 연도별 부식속도를 바탕으로 향후의 부식 두께를 
extrapolation하여 연도별 부식 두께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admissible, sustantial, excessive corrosion으로 구분하여 각각 
녹색, 노란색,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Fig. 4 Statistical analysis for calculation of corrosion rate
3.2 도장 잔여수명 예측 모듈

Fig. 5는 선체 사진 이미지로부터 영상처리를 통해 녹과 박리 
등의 도장 열화 비율을 계산하는 도장 잔여수명예측 모듈을 나타
낸다. 도장 정보 입력을 위해서 도장과 관련된 영역을 정의하고 
해당영역에 사진 이미지를 입력하는 기능이 구현되었으며, 영상
처리를 위해서 해당 영역의 도장 이미지를 불러와서 도장 상태가 
양호한 영역과 도장 상태가 불량한 영역을 지정해주면 사용자가 
정의한 정확도와 공차 값에 따라 전체 이미지에서 도장 상태가 
불량한 영역을 찾아 비율을 계산하는 기능이 구현되었다.

Fig. 5 Image processing for calculation of rust percentage

4. 결 론
선체 검사와 부식 모니터링은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작업임

에도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하는 측정 데이터는 제대로 활용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식 및 도장 관련 측정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잔여수명을 
예측함으로써 정비와 관련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
템에 대해 주요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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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생애주기 정보 생성을 위한 Shipdex 정보 분석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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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요 약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생애주기정보는 설계생산 단계와 유지보수 단계로 구별된다. 유지보수 단계의 생애주기정보는 설계단계의 정
보를 근간으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 고장, 점검 등의 정보가 추가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
고 이를 표준화된 정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설계단계 정보를 유지보수 단계의 생애주기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DEX: Data exchange)의 표준인 ShipDEX를 대상으로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 생성에 필요한 초기 과정을 제시하였다. ShipDEX
는 항공/기계등의 DEX 표준인 S1000D 스키마를 바탕으로 조선해양 기자재 및 장비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S1000D 및 ShipDEX의 데이터 스키마 및 생성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예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ShipDEX 정보를 제품생애
주기 관리 시스템의 정보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초기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S1000D, Shipdex, CSDB, DEX(Data Exchange),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의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생애주기정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지
속성장이 가능한 산업 구조라는 측면에서 소비재, 산업 장비, 선
박 해양 구조물 등  모든 제품의 폐기, 재활용, 유해물질의 추적
이 국제적인 규약 등으로 강화되고 있다(Yang et al., 2007; 
Przekop and Kerr, 2004). 이 때문에 유지 보수 및 폐기 단계의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PLM (Prodo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증가 되고  있다(김승현 
외., 2012). 재품생애주기 정보는 설계생산 단계에서 생성된 정
보를 근간으로 유지보수 단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 단계의 정보 중 일부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정보로 제공되어
야 하며, 그 방안으로 STEP, S1000D와 같은 국제 표준 규격이 
제정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MOL(Middle of Life)의 유지보수 정보 및 
EOL(End of Life)의 폐기 및 재활용 정보 등은 폐선 시   뿐만 아
니라 과거 선박의 유지보수 및 폐기시의 정보 등이  단순 문서로 
저장/관리되어지는 이유로 제품의 효율적인 제품이력 추적 및 재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떄문에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단
축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o et al., 
2001). 조선해양 기자재산업의 경우 선박의 선종 및 선형에 따라 
조선업체의 주문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의 표준화가 어렵다(Kim et 
al., 2007). 이러한 문제등을 해결하기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일
본 및 유럽의 선진업체들은 CALS(Commerce at light Speed), 
즉 광속의 상거래라는 구상 하에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Life 
Cycle)동안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표준화하여 정보 네
트웍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Kim et al., 1995). 그리고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제품의 수명주기 
Data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STEP(Standard for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을 개발/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ISO에서 제정한 STEP은 MOL, EOL 단계의 DEX 표준 
보다는 BOL 단계의 CAD data의 DEX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STEP은 단방향 데이터 교환, 즉 기자재업체서 조선소 측에 Data
를 전달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자재업체와 조선소
사이의 지원과 쌍방향 협업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개발을 진행되
고 있다(ZoHaku Web, 2002).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데이터교환 표준화를 목적으로 MAN, Alfa L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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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mar등의 선박 기자재업체를 중심으로 Shipdex라는 Protocol
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Shipdex는 현재 국외 해운사에서 선박 
건조 시 데이터 교환 표준 방법으로서  조선소 측에 요구되어지
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14000TEU급 컨테이너선에 
Shipdex를 활용하여 선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선박 인도
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조선관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
을 활용하여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데이터를 교환하기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왔다. 일본은 JCG(Japan Coast Guard)를 중
심으로 선박 운용 정보 연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또한 
“Challenge 21계획”이라는 선박해양기술 개발 정책에 따라 새로
운 형식의 미래첨단형 선박을 개발  및 조선용CIMS등 핵심 기술
을 개발하고있다(Ham et al., 2011). 미국은 STEP AP215, 
AP216, AP218, AP 227등의 조선해양 분야의 응용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참여 기업간에 선박 데이터를 교환하기위한 번역 시스
템 시제를 구현하고 적용 시험을 연구한 NSRP(national 
shipbuilding Enterprise)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Benthall et al., 
2003.; Gischner et al., 2005). 뿐만 아니라 MOL(Middle of 
Life), EOL(Eend of Life) 단계의 기기를 관리하기위하여 기기의 
형상 정보 및 구조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기위한 도움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지보수 데이터 표준이 AP239(Product LifeCycle 
Support)등이 개발/운용되어지고 있다. 

1.2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선박해양구조물의 생애주기 관리에 필요한 초기의 

데이터 교환 규칙인 ShipDEX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ShipDEX 표준의 근간이 되고 있는 
S1000D를 분석하고, ShipDEX의 정보 구조, 생성 절차, 생성 방
안, 문서 구조,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XML로 표현된 ShipDEX 스키마 분석, ShipDEX 
Data module 구성, 문서 코드 체계 표준을 분석하여 이를 실제 
예제 생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Shipdex™
2.1 Shipdex™ 정의

현재 국·내외에서 선박 & 해양구조물의 데이터 교환 방법으로 
이용 되고 있는 STEP은 각 회사별 기간시스템 및 기자재업체와
의 정보연계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의 실시
간 Interface가 이뤄지지 않는 BOL단계의 단방향 정보 교환에 그
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선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 및 폐기 시 재활용을 하기위한 기기의 정보 또한 수집하기 
위한 생애주기 정보 모델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MAN, Alfa Laval, Yanmar등과 같
은 기자재 업체와 United Arab Shipping등과 같은 해운업체와 
공동으로 데이터 교환 표준중 ASD S1000D 2.3을 기반으로 선
박 및 해양구조물에 특화된 데이터 교환 표준화인 Shipdex™를  

개발/운용 진행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Shipdex 기술문서(Vatteron, 2008)

ASD S1000D는 항공기 외 선박, 전자 제품등의 모든 분야에 
유 유지보수를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DEX이다. 
S1000D제품이 제작될시의 제품 일반 정보 및 각 제품마다 코드
를 부여하여 제품별로 쉽게 인식할수있도록하였고, 유지보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제품의 조립 방법 또한 코드로 정의하
였다. 뿐만아니라 Illustration Format을 포함하여 작업자 뿐만아
니라 검사관 및 관련자 누구나 쉽게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발/운
용되어지고 있다(ARA, 2008).

Shipdex™는 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하여 HTML과 SG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설계된 XML을 기본 
데이터 교환 Format으로 활용하고 있다(고규준 박정선., 2001). 
구매자와 공급업체 간의 제품의 생애주기동안의 정보를 능률적
으로 교환하기위한 표준인 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국제표준조직인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미국 국방 표준을 참조한  ASD 
S1000D을 좀더 선박에 특화되게 변형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로서, XML형식 외에 제품의 형상정보 및 외부정보를 보다 용이
하게 활용하기위하여 CGM, JPEG등과 같은 Illustration Format 
및 PDF등을 그림 2와 같이 참조 형식으로 구성되어져있다.   

그림 2 Data Module(Kaspersen, 2010)



2.2 Shipdex™의 생성 과정
 
ShipDEX 문서는 XML로 표현된다. XLM로 표현된 문서는 문서 

자체에 스키마(Schema)를 표현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XML은  HTML과 문서에 저장된 정보의 표준화
를 위해 개발된 SGML을 통합한 XML을 기본 포맷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림 3은 XML로 표현된 ShipDEX문서의 일
부를 예제로 보인 것이다. 

그림 3 Shipdex™ XML 예제

2.3 Shipdex™ 구성요소
Shipdex™는 그 목적에 따른 독립적인 Data Module의 형식으

로 구성/관리 되고 있다. 이는 선박과 육상간 데이터 교환 시 필
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통신비의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전
송 시간 또한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4 데이터 흐름 구조

Shipdex™는 크게 데이터를 수집/형성하는 Authoring 단계, 
데이터는 Category별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수립 단계, 
필요 데이터를 Publish하여 사용하는 출판단계로 구분이되어진다
(그림 4). Shipdex™의 Data는 각 모듈화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구성 관리되며, 그 데이터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사는 각 제품에 대하여 Shipdex dataset을 만들어 선주
측에 제공한다.

2. shipdex dataset을 제공받은 선주측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Comon Source DataBase)에 dataset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3. 선박 및 정보를 요청하는 업체에서는 필요한 Data를 Publish
하거나 Editing을 시행한다.

4. 선급협회는 공급업체와 고객(선주)사이의 기술문서정보교환
의 진보된 방법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2.4 Shipdex™ Data Module

Shipdex™ Protocol은 원하고자하는 정보만은 쉽게 검색 및 
활용하기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Data Module로 구성하고 이용
하고 있으며 그 모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4가지 형식으로 구성
되어져있다(그림 5).

Maintenance Procedure : 기기를 유지보수할시 조립/분해 
순서 및 작업사항 중 유의 사항 등의 운용설명 모듈
Troubleshooting : 기기가 발생될 예상 문제 및 그 예상 문제
의 대처 방법에 대한 모듈 
Illustrated Parts data : 기기를 구성하고있는 부품들의 정보
등을 그림 파일등으로 표현한 모듈
Service bulletin : 기기의 내부 정보 변경 및 History등의 변
경사항에 관련된 모듈

그림 5 Data Module의 폴더 구조  (Henrik 2010)

Data Module은 제품제조장소, 제조일자등의 인식 정보
(Identification and Stauts) 및 그 모듈에 맞는 상태 정보를 표현
하기위한 Content등으로 구성 되어있다(그림 6, 그림 7).



Identification : Data Module Code, Title, Issue number,
issue date, language

Status   : Responsible Partner company, applicability,  
technical standard, quality assurance status, 
skill, reason for update etc

Content : Description and operation, Maintenance 
procedure, Troubleshooting, Illustrated parts 
data, Service Bulletin

Identification and status section은 보안 및 품질 정보 등의 
전반적인 데이터 모듈의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터 모듈을 다루거
나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기능
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CSDB 내의 data module을 관리하기위한 정보
Data를 이용 시 적용할 수 있게 관리하기위한 정보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관리하기위한 정보
검색 기능의 조정 및 관리하기위한 정보
정보의 세트 또는 정보의 하위 집합의 자동 compile하기위한
정보 
CSDB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한 일반정보 

그림 6 Data Module 의 스키마 및 표현 내용

Identification and status section에서는 크게 Applicability, 
security classification, Quality assurance, Reason for update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8).

그림 7 Data module schema(S1000D, 2008)



그림 8 Identification and status section schema(S1000D, 2008)
Contents section은 기기의 유지보수를 하기위한 

Maintenance Planning information, 기기를 설명하기위한 
Description, Operator information과 같은 데이터 모듈의 목적에 
따른 Text, illustration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9).

   
Data module은 각 모듈마다 각 형식을 입력하고 모듈의 인식

정보를 담고 있는 code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듈이 
생성된 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URN(Uniform Resource Names)
로 지정하고 이를 각 모듈의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mple Usage

URN : S1000D : {subid} - {subcode} - {subext}URN : S1000D : DMC-AE-A-07-05-0000-00A-040A-                      A_I-001_L-EN{subid} = DMC, The code is a Data Module Code{subcode} = AE-A-07-05-0000-00A-040A-A,                  String in DMC syntax{subext} = _I-001_L-EN, the first issue in English.
 Data module의 경우 그 필요에 따라 서로 참조 형식으로 각 

파일에 Reference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로간의 규칙을 
지정한 business rule의 경우 하나의 Data Module로 그 규칙을 
지정한 다음 Procedure 모듈등과 같은 각 모듈에서 이 규정에 따
라서 제작 된다(그림 10).



  

그림 9 Contents section schema(S1000D, 2008)

그림 10 데이터 모듈 Reference(S1000D)

1.3 Shipdex™ Data Module Code
Shipdex™의 Data Module은 Shipdex™ Protocol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 정보
마다 Shipdex™에서 제공하는 Code를 부여하고 있다. 

Data Module Code는 기계들의 기본 정보들을 명확하게 구분
하고자 약 17 ~ 37개의 Alphanumeric code로 부여하고 있다. 
Data Module Code는 아래와 같다(그림 11 ).

MIC(Manufacturer ID Code)
제조자의 유일한 코드로서 SPMG와 NAMSA와 
협의하여 발행하는 코드 

MI(Model Identification)
모든 제품의 모델 ID로서 SPMG와 NAMSA에 등록하는 코드
SNS(Standard Numbering System)

System Breakdown code를 사용한다. 
IC(Information Code)
기기의 각종 정보들이 있는 코드 
SFI Group System
선박 기술과 전자 정보의 기능적 분류 시스템으로 구분
Task Frequency
예방 정비 업무의 주기를 나타낸다.
Personnel Category
정비 작업자의 기술 분류를 나타낸다.
Personnel Skill
작업자의 숙련도를 나타낸다.



 그림 11 Data Module Code

3. 기술문서 구현
본 연구에서는 Shipdex를 활용하여 기술문서를 발행하고자 

S1000D를 Application 지원하고 있는 Authoring Tool을 이용하
여 기술문서를 구현하였다. 그림 11은 기본 화면으로서  Main 
screen, Data Tree, Attribute로 구성 되어 있다. 본 Authoring 
Tool은 S1000D Protocol에서 제공하는 Frame에 따라 각 정보만
을 입력하게 되면 Publish되는 형태로서 S1000D 및 Shipdex의 
기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기술문서를 구현할 
수 있다. 

본 Authoring Tool에서는 Crew, Description, Procedure, IPD, 
BREX, Applicability, DML, Publication module의 지원하며 Data 
module 작성자는 원하고자하는 Module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

만을 입력함으로서 기술문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4은 Applicability Module(Product cross-reference 

table)로서 좌측 상단부에 각 모듈의 인식정보인 DMC와 
Identification 정보(그림 12)를 보여주고있으며 Screen 하단부에
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사용자 제한 및 BREX 참조등과 같은 
Status정보(그림 13)를 담고 있다. Identificiation and Status 부
분은 대개 기술문서로서 보여지지않으며 작업자가 원하고자 할 
경우 출력화면으로 출력된다.  그림 16 & 17는 선박 Main 
Engine의 배기 밸브를 점검하는 절차를 Shipdex문서로 만든 것
이다. 작업자는 주기 관리 책임자인 1기사로 정하고 기술 수준으
로 01을  가정하였으며, 주기 작업은 정박시 밖에 진행할수 없으
므로 정박시 진행해야한다는 유의사항을 가정해주었다. 그외에 
배기밸브를 인양하기위한 Chain block을 지원 장치로 지정하였
다.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작업 지침 및 
Illustration 정보를 포함하였다.

그림 12 Authoring Tool Main Screen



그림 13 Identification Schema

그림 14 Status Schema

그림 15 Data Model 

 

그림 16 Procedure Module Sample



그림 17 Procedure Module Sampl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데이터 교환의 방법의 

현황과 현재 개발/운용 되고있는 DEX 표준인 Shipdex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 단계의 정보 교환의 한 방법으
로서 Shipdex를 정의하고 스키마를 분석하였다. 또한, 간략한 예
제를 통하여 분석된 스키마를 통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문서 생성의 자동화, CAD모델, 제품정
보 모델과 연계를 통하여 생애주기 정보로 확장하기 위한 방향으
로 확장할 예정이다.  

후  기
본 논문은 지식 경제부서의 산업전략 기술 프로그램 중 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운영단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개발(Project 
ID:1004016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이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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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설비 감시 통합시스템
전창수((주)칸), 임강일((주)칸), 오준영((주)칸), 최재석((주)칸), 현장환((주)칸), 이용우((주)에이엔티)

요 약

최근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구조물의 설치해역이 점차 깊은 바다로 이동하고 있고, 다기능의 해양구조물
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심해에서 시추가 가능한 반잠수식 시추선, TLP(Tension Leg Platform), Drill Ship 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심해에서 원유생산 및 저장이 가능한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가 주목
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감시를 위한 시스템들의 통합과 CMS의 성능 시험 및 검증과 더
불어, 선급을 위한 Control Panel의 전자파 차폐 기술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Keywords : Condition Monitoring(상태 감시), Package System(패키지 통합 시스템), Data Acquisition(데이터 수집), Offshore Plants(해양플랜트)

1. 서 론
CMS (Condition Management system)는 각종 설비의 상태 

데이터를 취득 및 분석하여 설비의 유지 보수를 적시에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Down Time 절감, 

설비 효용성, 품질 및 안정성 향상, 수리 시간 (Repair Time) 감
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주되는 고급 상선, 

Drill-Ship, FPSO 등의 해양 플랜트 등에서 조업인원의 전문화에
도 불구하고 선내 각종 장비의 시의 적절한 유지 보수 작업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CMS의 적용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CMS는 설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각종 센서류, 데이터 
취득 장치,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각종 Monitoring 및 
Alarm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필요 요소들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CMS)으로 통합(Integration) 구성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GE, Honeywell 등 해외 Vendor에 
H/W 뿐 아니라 통합 시스템의 공급 등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어서 가격이 비싸고 설계, 제작, 시운전 등에서 투입 노동력 증
가, 일정 지연 등의 많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도와 같은 간섭현상에 의하여 해양플랜트
에서 발생하는 진동 값을 수집하기 위하여 CMS에 적용되는 핵
심 설비인 가속도센서(진동센서)의 성능 시험 및 검증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1 은 해양플랜트 설비 감시용 통합시스템의 구성도를 보
여준다. 시스템은 진동 및 온도 센서의 Packaging 모듈 및 데이

터 수집 장치, 신호의 데이터 값들을 관리하는 DB, Condition 
Monitoring Live Display, Plant Historian, Condition Monitoring 
Historian,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과 같은 각종 
Process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Diagram of Condition Monitoring System

2. CMS 성능 시험 및 검증
CMS의 진동센서 성능 테스트 및 알고리즘 신뢰성 검증을 위

하여 테스트리그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테스트리그는 펌프패키
지, 컴프레서패키지, 기어박스패키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압력, 
온도, 레벨(높이) 센서가 설치되었으며, 각 패키지는 리모트 
ON/OFF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험하였다. Fig. 2는 CMS
의 성능 시험을 위한 Test-Rig를 보여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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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st-Rig of Condition Monitoring System
  Fig. 3은 CMS의 신호 체계를 통하여 취득된 데이터들의 가

공과 정리를 위한 PLC Programming과 데이터 표시 및 알람 셋
팅 등의 수치를 변경하기 위한 HMI를 보여준다. 해양플랜트용 
설비 감시 통합시스템의 프로그램 검증과 개선을 위하여 Pump 
Packaging Total View, Frequency Band View, Alarm Setting, 
Compressor Packaging, GearBox Packaging, 테스트리그 컨트
롤 HMI, 데이트 베이스 구축 등을 구성하였다.

Fig. 3 PLC Programming and HMI for Condition Monitoring 
System

3. Control Panel 전자파 차폐 장치
Fig. 4는 해양플랜트용 설비 감시 통합 시스템의 Control 

Panel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차폐용 Gasket, Seal 및 Window( 

Honeycomb)에 관한 것이다. 우선 Panel의 도전성 확보를 위하
여 페인트를 제거하고, 방수용 Seal(동테입)을 사용하여 차폐를 
하였다. 그리고 Panel의 도어부분에 대한 차폐를 위하여, 도어 
부분의 전자파 누수를 대비한 동판 Banding 작업을 하였다.

Fig. 4  Electromagnetic Shielding of Control Panel for 
Condition Monitoring System

4. 결 론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용 설비들의 감시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감시를 위한 진동센서를 개발
하였고, 설비 감시 통합 시스템의 성능 시험과 검증을 위해서 
Test-Rig 제작 및 HMI, PLC Programming을 개발하였다. 또한 
Control Panel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하여, 
페인팅을 제거하고, 방수용 Seal(동테잎)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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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업에서의 CCPM기법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이건창(부산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김수영(부산대학교)

요 약

조선사업에 있어서 안벽 회전률의 증가는 곧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본 연구에서는 안벽공사 기간을 줄
이고 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약이론인 TOC기법을 기반으로 한 CCPM기법을 중형 LNG선의 엔진 가동 공사 일
정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PERT/CPM기법은 각 작업 속에 여유시간을 포함하여 일정을 세웠다. 하지만 잦은 일정지연과 자원의 
병목현상 발생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지연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PERT/CPM기법의 
단점을 보완한 CCPM기법을 적용하였다. CCPM기법에서는 학생증후군, 파킨슨 법칙 등과 같은 인간의 심리문제와 자원의 병목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일정지연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PERT/CPM기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Buff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 작업의 지연으로부터 전체 일정을 보호하였다. CCPM기법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PERT/CPM기법 적용했을 때 보다 약 14일의 공기단축 효과를 가지고 왔다.

Keywords : Theory Of Constraints(TOC, 제약이론),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ritical Path Method(PERT/CPM), 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CCP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빠른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며 살아
남기 위해 기술개발, 경영혁신, 신제품개발 등의 활동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
이 명확한 프로젝트의 형태를 띠게 되므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관리는 기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Lee, 2002]. 프
로젝트 사업의 성공 여부는 크게 일정, 품질, 비용의 세 가지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일정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일정의 연장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Shin, 
2009].

PERT/CPM 기법은 1950년대에 개발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각 일정들의 순서와 
관계만을 중심으로 공정 스케줄링을 했기 때문에, 자원의 충돌문
제나 학생증후군, 파킨슨 법칙과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에
서 발생하는 일정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프로젝트의 적용에도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 소개한 TOC(Theory Of Constraints)이
론에 기반을 둔 CCPM기법을 활용하여 조선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적용을 통해서 PERT/CPM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
으로 안벽공사의 일정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형 DFE(Dual Fuel Electric Propulsion)-LNG

선의 안벽 공사 일정 중 엔진 탑재 후 발전기 가동 의장 공사에 
CCPM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Fig.1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성격, 시작일과 마감일, 자
원의 한계를 파악한 후, 일정들의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여 Gantt 
chart를 작성한다. 3점 추정법을 통하여 각 작업의 기대시간과 
분산을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작업의 여유시간을 제거하기 
위해 기대시간의 50%를 사용하였다. CC(Critical Chain)길이의 
50% 크기로 Project buffer로 만듦으로써, 일정 준수의 불확실성
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지연을 예방한다. CC는 프로젝트 길이에 
직적접인 영향을 준다. CC를 구성하는 특정 작업의 선행 작업이 
CC와 NCC(Non Critical Chain)로 구성이 될 때, CC의 지연뿐만 
아니라 NCC의 지연을 통해서도 전체 일정은 영향을 받는다. 이
와 같이 NCC의 지연으로부터 전체 일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NCC와 CC가 만나는 곳에 Feeding buffer를 두어 CC를 보호한
다. 과업이 진행 되면서 Project buffer의 할당량을 소모하는데, 
안전, 계획, 행동과 같이 3가지영역으로 나눠서 Buffer관리를 한
다. 또한 Buffer chart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Buffer 소진량,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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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등과 같은 현재 Buffer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Fig. 1 A flow chart of CCPM method for this study

2. 일정관리기법
2.1 PERT/CPM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와 
CPM(Critical Path Method)을 들 수 있다. 이 기법들은 프로젝트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정, 노
력, 비용, 현금 등을 프로젝트와 관련시켜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법으로 주로 비반복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에 적
용된다. PERT는 확률적인 추정치(probabilistic estimates)를 기
초로 하여 사건(Event) 중심의 확률적 시스템을 전개함으로써 최
단기일에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의도한 것이다. 한편, CPM은 공
장건설 등에 관한 과거의 실적 자료나 경험 등을 기초로 하여 활
동(Activity) 중심의 확정적 시스템으로 전개하여 목표 기일의 단
축과 비용의 최소화를 의도한 것이다. 근래에는 이들 양자를 총
괄해서 PERT/CPM 이라 한다[Lee, 2002]. PERT/CPM방식은 전
통적인 프로젝트관리 기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 산업뿐만 아
니라 많은 프로젝트의 계획과 관리에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

나 PERT/CPM방식은 프로젝트의 약속된 납기 미준수, 필요한 자
원을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발생, 프로젝트 초기에 
계획된 예산초과, 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 하고 있다[Cha, 2009].

2.2 CCPM
미국이 20세기 후반 새로운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 

계기가 된 경영이론인 TOC는 Fig. 2와 같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는데 제약이 되는 요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단기
간에 가시적인 경영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적인 경영개선을 추구하여 시스템의 전체 최적화를 달성하는 프
로세스 중심의 ‘경영혁신기법’ 이라고 할 수 있다[Park, Kim, 
Kim, 2004].

Fig. 2 A flow chart of TOC method
TOC 이론 중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이 CCPM(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기법이다. 
CCPM기법은 기존의 PERT/CPM의 Critical Path를 대신해서 
Critical Chain을 사용한다. PERT/CPM의 Critical Path는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만을 고려하였지만 CCPM기법의 
Critical Chain은 시간의 종속성과 자원의 제약을 함께 고려한다. 
이것은 자원의 경쟁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연의 문제점을 예방함으
로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Jung, Kim, 2006]. 



3. CCPM 적용 사례
3.1 프로젝트 정의

140K~165K의 중형 LNG의 대표적인 추진 시스템으로 등장한 
DFE(Duel Fuel Electric Propulsion)-LNG선은 동일한 크기에서 
기존의 선박추진 시스템인 스팀터빈(Steam turbine)-LNG선에 비
하여 기관실구역이 축소되고, 배관 시스템이 증가되어 기관실 의
장 공사의 난이도가 상승한다. 그로인해 안벽공사 기간이 길어지
게 되어 안벽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Yun, 
2009]. 이로 인해 선박의 총 건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
고자 안벽공사 일정에 CCPM기법을 적용하였다.

3.2 프로젝트의 상관관계
중형 LNG선의 엔진 가동 관련 의장 공사는 총 39개의 작업들

로 구성된다. Table 1에서 작업들의 번호와 일정내용, 그리고 선
행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 표를 참조하여 자원의 제약을 해결
한 가장 긴 일정의 집합인 CC를 발견 하고 Buffer를 생성하여 일
정 관리를 한다.

3.3 기간추정 
각 작업의 표준적인 소요시간은 작업의 공사량과 작업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시간 견적 방법으로 PERT 기법이 사용된다
[Kim, 2009].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시간을 일반치인 ‘m’이라 하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을 낙관치인 ‘a’라 한다. 작업의 진행이 순조롭
지 못하게 진행될 시에 늦게 끝나는 시간을 비관치인 ‘b’라고 한
다. 식 (1)과 같이 일반치, 낙관치, 비관치 3개치를 이용하여 기
대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분산은 식 (2)를 이용하여 구
한다. 각 작업에 대한 3개치, 기대시간, 그리고 분산은 Table 2
과 같다. 

 

                                       (1)

 
   



                                    (2)

Activities Description Immediate  
Predecessors

1 DF ENGINE SETTING START
2 UN 2ND DK SCAFFOLDING 1
3 ALTERNATOR SETTING 1
4 D/F G/E UNIT PIPE INSTALL 1
5 UPPER  GRATING INSTALL 1
6 L.O SUMP TK HOT WORK(G.I) 1
21 EXH GAS PIPE COORDINATION 

AND SUPPORT WELDING 2
22 UNDER 2ND DK UNIT INSTALL 

AND HOT WORK 2,5
23 EXH BELLOWS INSPECTION 21
24 EXPLOSION DISC INSTALL 21
25 UNDER 2ND DK PAINTING 21,22
26 UNDER 2ND DK 

DESCAFFOLDING 25,27,28,46
27 GAS PIPE INSULATION 23,24
28 WALL&CEILING INSULATION 25
29 F.O(D.O) PIPE INSTALL 4
30 F.O(D.O) PIPE MEASUREMENT 

AND RECOVERY 29,32
31 F.O(D.O) PIPE HYD.TEST 30
32 FINAL ALIGNMENT 3
33 FLY WHEEL INSTALL 32
34 FLY WHEEL PROTECTION 

COVER INSTALL 33

35
ALTERNATOR SIDE COOLING 

LINE CONTROLLER CHECK AND 
RECOVERY

3

41 D/F ENGINE CONNECTION 
PIECE CONTROLLER CHECK 4

42 D/F ENGINE CONNECTION 
PIECE RECOVERY 32,41

43 YARD PIPE PIECE INSTALL & 
HOT WORK (OD/WS/WF/AR/OL) 4,42

44 STARTING AIR COMP 
OPERATION 43,49

45 L.O VISUAL INSPECTION 43
46 OTHER SYS. INSP. 22,43,49
47 LOW TEMP LINE WATER 

BALLASTING(WS) 43,49
48 F.W TANK MACHINERY 

OUTFITTING OPERATION 22
49 FRESH WATER TANK PAINT 48
50 L/T, H/T LINE BALLASTING 35,43,49
51 L.O SUMP TK PAINTING 6,43
52 L.O FILLING 51
53 D.O FILLING 46
54 PIPE FLUSHING 26,45,52,55
55 FLOOR PAINTING 31,43,51
60 D/F ENGINE INITIAL START 34,44,47,50,

53,54,55
70 D/F ENGINE SAFETY TEST 60
80 D/F ENGINE LOAD TEST 70

Table 1 Correlation of Project [Shin, 2009]



Fig. 5 The overload of the resource 

Activities
Optimis

tic  
Time 
(a)

Most  
Likely 
Time 
(m)

Pessim
istic  
Time 
(b)

Expect
ed  

Time
Variance

1 2 5 7 4.83 0.69
2 1 2 3 2.00 0.11
3 4 5 7 5.17 0.25
4 3 5 7 5.00 0.44
5 5 7 12 7.50 1.36
6 3 5 7 5.00 0.44
21 7 9 13 9.33 1.00
22 4 5 7 5.17 0.25
23 1 2 3 2.00 0.11
24 3 5 7 5.00 0.44
25 8 14 20 14.00 4.00
26 2 2 3 2.17 0.03
27 5 7 9 7.00 0.44
28 10 14 20 14.33 2.78
29 5 7 9 7.00 0.44
30 7 10 14 10.17 1.36
31 7 10 15 10.33 1.78
32 1 2 3 2.00 0.11
33 5 6 8 6.17 0.25
34 4 5 6 5.00 0.11
35 5 7 10 7.17 0.69
41 12 20 25 19.50 4.69
42 5 5 7 5.33 0.11
43 8 10 14 10.33 1.00
44 2 3 4 3.00 0.11
45 2 3 4 3.00 0.11
46 5 7 9 7.00 0.44
47 3 4 5 4.00 0.11
48 3 4 6 4.17 0.25
49 12 14 15 13.83 0.25
50 2 5 7 4.83 0.69
51 10 12 16 12.33 1.00
52 1 2 2 1.83 0.03
53 1 2 2 1.83 0.03
54 12 14 16 14.00 0.44
55 12 14 18 14.33 1.00
60 2 3 5 3.17 0.25
70 6 8 12 8.33 1.00
80 7 9 13 9.33 1.00

Table 2 Determine expected time and variance [Shin, 
2009]

3.4 Critical Chain의 발견 및 Project buffer 생성
PERT/CPM기법은 작업의 여유시간을 일정에 포함하여 일정계

획을 작성하지만, CCPM기법의 경우 여유시간을 따로 빼내어 
Buffer를 통해 한 곳에서 관리한다. Fig. 3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
의 작업예상시간 준수확률 분포인 β분포는 오른쪽이 완만한 경
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작업예상시간 준수확률을 90%로 
보는 것과 50%로 보는 것의 차이는 2~3배정도의 시간차이가 나

게 된다. 이것은 각 작업별로는 큰 시간이 아니지만 각 작업의 
모든 안전여유를 한곳으로 모으면 엄청난 시간이 된다[Park, 
Kim, Kim, 2004].

 Fig. 3 Probability distribution 
본 연구에서는 기대시간의 50%를 사용하여 각 작업을 구성한

다. Project buffer는 각 CC합의 50%를 사용하여 마지막 일정 
뒤에 생성하였다. Fig. 4와 같이 엑셀을 활용하여 Gantt chart로 
DFE-LNG선의 엔진 가동 공사 일정을 나타내었다.

Fig. 4 The Gantt chart of the schedule   

3.5 자원의 제약 해결
Fig. 5를 보면 작업 51번의 L.O SUMO TK Painting과 작업 

55번의 FLOOR Painting이 중첩됨을 볼 수 있다.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지원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충분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자원의 제약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원의 추가 투입이나, 지연이 
발생함으로 51작업 뒤에 바로 55번 작업을 두어 자원의 제약을 
해결하였다. 자원의 제약을 해결한 Gantt chart는 Fig. 6과 같다.

 

Fig. 6 The Gantt chart of solved resource problem

3.6 Feeding buffer 생성
전체 일정 기간은 CC에 영향을 받는다. CC자체가 지연되어 

전체일정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NCC의 지연으로부터 CC가 
지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NCC의 지연으로부터 CC를 보호하
기 위해서 Feeding buffer를 생성한다. Feeding buffer의 위치는 
CC에 포함되어있는 과업 중 선행 작업이 CC와 NCC로 이뤄진 
곳의 NCC 끝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Feeding buffer의 크기는 
NCC 작업 크기의 50%를 사용한다. Fig. 7은 Feeding buffer를
추가한 DFE-엔진의 최종 Gantt chart이다.

Fig. 7 The Gantt chart of inserting feeding buffer 

3.7 Project Buffer 관리
CCPM기법은 각 일정에서 여유시간을 빼고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Project buffer가 일정의 불확실성을 보완해준다. 이
러한 이유로 Project buffer 관리는 일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Fig. 8과 같이 안전, 계획, 실행 단계로 
나누워서 Buffer를 관리한다.

SAFE  ZONE PLAN ZONE ACTION ZONE

Fig. 8 Project buffer management 

안전 영역에서는 Buffer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획 영역
에서는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정지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마지막 행동 영역에서는 계획 영역에서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일
정지연을 해결하는 행동을 취한다. Fig. 9와 같이 총 11개의 과
업을 구성된 CC의 Buffer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난수를 발
생시켜 Buffer 소모량을 시뮬레이션 했다. 계획 영역을 넘어 행
동 영역 단계에서 Buffer가 소모되면, 난수로 얻어진 임의의 값
만큼 Buffer 소모량을 낮춤으로써 실제 행동 영역에서 하는 추가
적인 행동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Fig. 9 Managing project progress by using the buffer 
chart   

3.8 결과분석

Fig. 10은 PERT/CPM을 사용하여 DFE-LNG 선의 엔진 가동 
공사 일정을 나타내었다. 작업 개시 기준은 EST(Earliest Start 
Time)를 이용하였으며, 자원의 제약은 고려되지 않았다. 총 일정
은 약 94일이며, 분산은 약 11일이다. 신뢰도 99% 기준으로 보
면 프로젝트를 종료하는데 약 102일이 필요하며, 각 일정을 개별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면에 CCPM기법은 Table 4과 같이 
LST(Latest Start Time)을 작업 개시 기준으로 한다. PERT/CPM
과 다르게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였고, 총 일정은 약 80일이였다. 
이때의 분산은 약 11일이며, PERT/CPM보다 분산이 커진 이유
는 자원의 제약을 해결하면서 CC상에 작업이 하나 더 추가되었
기 때문이다. 신뢰도 99% 기준으로 보면 프로젝트를 종료하는데 
약 88일이 걸리며, 이는 PERT/CPM에 비해 약 14일의 공기 단
축을 됨을 알 수 있다.



Fig. 10 The Gantt chart of project by using PERT/CPM 
method

PERT/CPM CCPM
Start working EST LST
Constraint of 

resource Don’t care Care
Total schedule About 94 days About 80 days

Variance 10.64 days 11.19 days
Total schedule
(reliability 99%) About 102 days About 88 days
Control Point Each activity Buffer

Table 3 Comparing with PERT/CPM and CCPM method  

4. 결 론
CCPM기법을 활용하여 DFE-LNG 선의 엔진 가동 공사 일정

을 스케줄링 하였다. 프로젝트 상의 자원제약을 해결함으로써 불
확실성으로 인한 일정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서 PERT/CPM기법
을 적용했을 때 보다 프로젝트를 약 14일 가량 단축 할 수 있었
다. Buffer chart를 통해서 Buffer의 잔량, 상태, 그리고 어떤 대
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보고 판단하여 대처 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좀 더 다양한 부분의 조선·해양 산업에 
CCPM기법이 널리 활용이 된다면, 여러 프로젝트들의 공기 단축
과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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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블럭 내부 도장 전처리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기구부 연구
김재혁(부산 학교), 신성철(부산 학교), 김수영(부산 학교)

요 약
선박건조 공정 중 이중선체 블록 내부 작업의 경우,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작업구역 중의 하나이다. 특히, 광범위 작업을 해

야 하는 도장작업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산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나, 조선소 직종 중 가장 자동화가 미흡한 분야이기
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블록 내부의 도장 전처리작업의 자동화장비 제작을 위한 초기 단계로써 시스템의 지지 및 구동에
관여하는 기구부의 개념설계에 한 제한조건 탐색, 요구기능 선정, 주요 치수 선정의 절차로 기구부의 개념설계안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에 필요한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Keywords : Dubble Hull Ship Block, Automatic Surface Preparation, Mechanism, Vaccum, Blasting

1. 서 론
선박 구조물의 도장작업 전 표면처리 작업은 도장품질의 성패

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조선공정에서의 표적인 표
면처리 작업은 블라스팅 작업으로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연마
재(abrasive)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피도체 표면의 이물질과 선박 
건조 간 표면의 발청 방지를 위해 임시적으로 적용한 프라이머
(primer)도막을 제거하고 조도(roughness)를 생성시켜 피도체와 
도료 간의 부착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최근 조선소 현장에서는 자동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기의 표면처리 작업은 다른 직종(용접, 배관, 설치작업 
등)에 비해 광범위한 작업면적과 작업부위 형상 등으로 인한 제
한조건 때문에 개발과 적용이 상 적으로 더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박 이중선체 블럭의 내부 작업의 경우 선박 내외부의 다
양한 압력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으로 이에 따른 강성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상과 다수의 보강재들로 구성되
어 있고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상 적으로 비좁은 구역이 많아 
작업자의 개인적 경험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중선체 내부는 용도상 해수에 의한 주요 침수구역이며 이로 
인한 높은 방식(anti-corrosion)조건과 표면처리 품질의 요구, 구
조적인 난작업 구역, 밀폐구역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으로 인건비 
상승 및 작업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표적 꼽히고 있어 매
우 시급한 자동화 연구 상이 되고 있다. (Kim, et al.,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선체 블록 내부의 도장 전처리 자
동화 장비의 기구부에 한 시스템별 요구기능 제시 및 주요치수
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기구부의 개념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작업구역 특징 
  

선박의 이중선체의 주요 형상은 아래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
다. 주로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구역이며 정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블럭 내의 Scallop, Lighting hole, Collar plate, Ladder 등  
작업구역의 전체 보강재 및 의장재를 고려해야 이상적이지만 현
실적인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블록 내 보강재 중 가
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종늑골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상의 주요 특성 및 치수는 아래 Table 1 과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현장 작업구역에서의 인당 물량 처리능력의 경험치
를 근거로 한, 상 블럭의 현행 작업방식 및 소요 공수는 Table 
2 와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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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ouble hull structure

 

Table 1 Characteristics of model bolck
Ship type 314K VLCC

Block S + B Block
Workspace area 3000 ~ 4000m2

Main stiffener Longitudinal frame

Fig.2 Principal dimensions in the double hull

Table 2 The man-hour of manual blasting process
Item Blasting Cleaning

Person (number) 8 10
Time (Hr) 6 2

Man-hour (MH) 48 20
Total man-hour (MH) 68

3. 안 선정 
앞서 선정된 작업구역 모델에서의 제한조건과 가용자원을 충

분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구부 시스템 각각의 요구기능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치수의 선정 및 개념설계 전 단계
로 전체적인 기능선정 과정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주요치수 선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Fig. 3은 요구기능, 주요치수 선정을 위한 과정을 나타내며 주
요 기능은 부착기능, 이동기능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Fig.3 Decision making work flow for optimal design



3.1 모델 내부 형상  
이중선체 내부에서의 기구부 주행에 따르는 제한조건은 표

적으로 블럭 형상에 따른 수직, 위보기, 종늑골 요소로 인한 다
양한 크기의 요철환경을 꼽을 수 있다. Fig. 4에 도시한 바와 같
이 기구부는 이상의 형상요소를 반복적으로 극복하여 주행하여
야 한다.

Fig.4 Driving route of mechanism in the double hull

3.2 벽면 부착방법 검토 및 선정
기존의 연구되고 있는 부착방법들을 보면 크게 진공흡착과 전

자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진공흡착은 부착구역의 압력을 기
압보다 낮게 제어하고 진공상태를 만들어 부착시키는 방법이며 
전자석 방법은 벽면과의 자력에 의해 기구부의 부착력을 생성시
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현장에 적합한 안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성, 안정성을 판정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근거로 공학
설계 방법론에 따라 진공흡착을 부착방법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성
  - 작업현장의 공급 유틸리티 자원(압축공기, 전기 등)과의
    호환성
  - 추가장비에 한 제약 여부
  - 유지 / 보수의 편이성

안정성
  - 요철구간에서의 부착력 유지
  - 작업 간 발생하는 비산물질에 한 강건성 
  - 공급 유틸리티 자원의 변화량에 따른 민감성

3.3 부착력 산정
일반적인 수평면과는 달리 수직면, 위보기면, 종늑골면에서의 

흡착력은 수평 진공도뿐만 아니라 중력과 벽면 부착력의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수평상태에서의 진공패드 1개에 생
성되는 이론 흡착력 계산의 개념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Lee, et al.,2007; Lee, et al.,2009)

  × ×  × 
            (1)

여기서, A는 흡착패드의 면적(cm2), P는 진공발생기의 진공도
(mmHg), 760은 기압(mmHg)을 의미하며, 이는
Torricelli`s theorem의 진공실험에 의하여 직경 D인 패드를 사용
하였을 때 기압의 압력과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써, 진공패드의 
면적과 수은이 기압과 균형을 이루는 높이 76cm와 수은의 밀
도 13.6g/m3의 관계를 반영하고, 단위환산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식(2)를 구할 수 있으며 기구부가 벽면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은 
식(3)과 같다.(Kang.,2010)

  
 × 

                         (2)

                                   (3)

    : 흡착벽면과 진공패드와의 마찰계수
    : 흡착패드 개수

3.3 이동력 산정

 기구부는 진공패드 내에서의 흡착력을 이용하여 표면에 부착한 
상태로 적절한 동력을 작동하여 구동하게 된다. 이 때 바퀴의 구
동토크는 이동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구동 간 기구부의 흡
착력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구부에 필요한 이동력
은 흡착력과 자중에 의해 기구부에 인가되는 전체 마찰력을 근거
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아래는 표적인 수직면, 위보기면, 종
늑골면의 바퀴 구동토크 계산식을 나타내고 있다.(Kim, et 
al.,2008)

수직면     ×  ×              
                                                        (4)

위보기면   ×  ×              
                                                        (5)

종늑골면  
 × ×   





  



                                                        (6)

       : 모터 구동토크 (Nm)
        : 모터 효율
        : 감속기 효율
        : 벽면과 진공패드와의 마찰계수
        : 벽면과 바퀴 사이의 마찰계수 

    : 수직면에 닿는 진공도 비율


    : 위보기면에 닿는 진공도 비율

3.4 주요 치수 선정
 진공패드 내의 감압영역이 증가하면 흡착력이 증가하여 
기구부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식 (7)과 같이 기구부 휠의 
벽면방향 수직력을 증가시켜 더 큰 구동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식이 성립된다. 이러한 사항과 작업현장에서의 주어진 가용 
유틸리티 자원을 고려하여 주요 치수를 선정하였다.



 

 
                         (7)



       : 구동력


 

 : 전체 흡착력

 진공도는 진공기기의 내부적인 설계구조에 의해 결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진공발생기의 압축공기 공급압력에 한 
도달진공도를 기준으로 흡착력을 선정하였고, 상 모델 블럭의 
섹션 내에서의 종늑골 길이를 참조하여 기구부의 이동 간 작업 
영역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 길이를 선정하였다. 모델 블럭의 
제한조건은 아래 Table 3 에 나타나 있으며 Fig.5 는 특정 
진공발생기의 공급압력에 한 도달 진공도를 나타내고 있다.
 

Compressed Air pressure 5.5  ~ 7.5 kgf/cm2

Length of Longitudinal frame in 
section 5.1 m

Total mass. max of equipment 50 kg 
Suction pad Dia. 40 mm
Application Length 2.6 m

Table 3 Condition of model block

Fig.5 Degree of a Vaccum

조선소 현장에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압력이 약 5.5 kgf/cm2 ~ 
7.5 kgf/cm2인 점을 감안하면, 압력손실이 없을 때의 진공발생기 
1개당 순수 도달 진공도는 0.627 kgf/cm2 ~ 0.855kgf/cm2로 
산정된다. 따라서, 평균 압축공기의 압력인 6.5 kgfcm2, 
패드면적 4cm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개의 진공발생기에 걸리는 
진공도는 0.741 kgf/cm2 이며, 이에 따라 기구부에 장착된 패드 
1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9.31kgf이 된다. 또한 작업자 도수운반 
제한기준과 관련한 법적근거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2인 도수운반 기준에 
한정된 자동화 장비 전체 중량의 최  값인 50kg을 근거로 
산정하였다.

3.5 개념 설계 

 상기의 수치 및 데이터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종늑골 형상을 극복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개념설계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6 에 나타나 있듯이 
서보모터와 유압라인을 활용한 다관절식 캐터필러를 활용하고, 
(Lee, et al.,2011) 7개의 진공발생기를 부착시켜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 블록의 한 
섹션당 종늑골 길이는 5.1m이며 2-왕복 작업기준을 적용시 
기구부의 이동 간 작업 폭은 2.6m, 전체 기구부 길이는 3m로 
적용하였다. 또 한 작업의 편이성, 작업 간 금속성 비산물질에 

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식 장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Fig. 6 Concept feature of the mechanis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공흡착 기능을 이용한 선박 블럭 내부 전처리 
자동화 장비의 기구부에 한 초기 설계과정으로서 요구기능을 
반영한 개념설계 과정을 기술하고, 생산현장 여건과 지정된 모델 
블럭의 기본적인 변수들을 산정하였다. 향후 지면형상에 따른 
상 기구부의 구동에 있어서 동역학적 세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블라스팅 작업과 관련한 진공흡착 압력과 압축공기의 
입출력 관계, 압력손실, 기구부 속도 등 세부설계 변수까지 반영
한 기구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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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 피스 설치를 고려한 선체 평블록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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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 피스 사용량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인 도그 피스 설치를 고려한 조인트 용접 변형 실험 및 해석 방법 정립 결과를 
토대로 선체 평블록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하여 도그 피스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선체 평블록 모델을 선정하여 도그 피스 사용량에 따른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한 결과, 평블록 도그 피스 사용량 절감이 가능함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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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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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요소법을 이
용하여 피스 설치 영역에 대한 열탄소성해석 방법을 정립하고 
피스 사용량에 따른 조인트 용접 변형 실험을 수행하여 피스 사
용량이 용접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선체 평블록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하
고 도그 피스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확
인하였다. 

 

 
Fig.1 Set up pieces by welding at block fabric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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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t up pieces by welding at block erection stage 

 
Fig. 3 Shape of pieces and strongback 

 
2. 선행 연구 결과 

   선행 연구(Ryu. et al, 2011)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블록 butt joint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 변형 방지용 피스의 
사용량에 따른 용접 변형량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사전 용접 변형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butt 용접 변형 해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실험은 피스 설치 개수에 따른 용접 변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Fig.4와 같이 피스 개수가 0개, 3개, 5개의 3가지 
case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Fig. 4 Specimens by experiment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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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6과 Fig.7은 case별 각변형과 종굽힘 실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 6 Comparison of welding deformations in x-direction  

  
Fig. 7 Comparison of welding deformations in y-direction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butt 용접 열탄소성 해석 방법을 정
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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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선에 대한 대칭 모델을 생성하고, 대칭 경계 조건과 함께 
시편 고정용 태그 용접 부위의 절점에 강체 운동을 방지하기 위
한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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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평균값을 취하여 용접 속도 
15(cm/min), 전류 248(A), 전압 26(V)로 설정하였다. 
⑦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석 변수 값(heat flux parameter)을 변
화시키면서 Table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석 결과와 실
험 결과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heat flux parameter값인 R135를 
해석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유사도는 계측 포인트들의 수직 변
위 값과 해석 곡선에서 매칭하는 포인트의 수직 변위 값의 차이
가 tolerance 2mm 이내인 개수를 전체 비교 포인트 개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 Similarity of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Similarity [%] R100 R125 R135 R150 

Angular deformations 52% 95% 100% 18% 
Longitudinal 
deformations 87% 92% 98% 52% 

※ R135 means heat flux radius is 135mm 
 
3. 평블록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 및 검증 

선행 연구에서 정립한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 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블록에 대한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즉, Fig.8과 같은 평블록 모델의 butt 조
인트 용접 변형을 3차원 접촉식 측정기를 사용하여 계측하고, 
해당 블록에 대한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
으로써 해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8 Panel block for validation 
 
Fig.9는 해당 블록을 이상화한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을 보이고 있
으며, Fig.10은 계측 결과와 해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 9 Finite elements model of panel block 

 
Fig. 10 Experimental and analysis results of welding 
deformations 

Fig.9의 블록 모델은 butt joint line에 4개의 스트롱백과 13개의 
도그 피스가 설치되어 있고, 6개의 론지와 2개의 프레임으로 구
획된 형태이며, 경사면에 5개의 보강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다. 
본 유한 요소 모델을 사용하여 butt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을 수
행하고 계측 data와 비교한 결과, Fig.10에서 볼 수 있듯이 해석 
결과와 계측 결과는 정성적으로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정량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일부 구간은 계측 포인트의 제한된 
수와 계측 오차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변위의 크
기를 고려함과 동시에 일부 계측 data를 선별 처리한다면 정량
적으로도 좋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10
에는 도그 피스의 수를 현행 13개에서 6개로 줄인 경우
(Analysis_10 pieces)의 변형 해석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7개의 
도그 피스를 절감한 경우에도 일부 자유단에서의 변형을 제외한
다면 현행 도그 피스 사용의 경우와 유사한 변형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도그 피스 사용량에 따른 평블록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 

 
평블록 조립 단계에서의 적정 도그 피스 사용량을 검토하기 위

해 81K bulk carrier의 평블록 모델을 Fig.11과 같이 선정하였다. 
Fig.11의 평블록은 총 4개의 블록이 조립되어 완성되는데, 선체 
폭방향의 butt joint welding line을 검토 대상으로 하기 위해 다음 
Fig.12와 같이 welding line을 기준으로 선수미 방향의 2개 프레
임과 선체 폭방향의 4개 거더로 구획되는 평블록 유한요소모델
을 생성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은 프레임, 거더, 상부 플레이트, 
하부 플레이트와 20개의 론지로 구성되었으며 스트롱백과 도그 
피스 모델도 포함되어 있다. 스트롱백과 도그 피스 설치 간격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설치된 각각의 간격을 그대로 적용하였
다. 스트롱백은 총 5개이고 도그 피스는 총 39개이다. 

 

 
Fig. 11 Panel block for case study 
 



 

 

 
Fig. 12 Finite elements model for case study 
 

도그 피스 설치 개수에 따른 평블록 butt 조인트 용접 변형 양
상을 파악하고 적정 도그 피스 사용량을 산출하기 위해 피스 사
용 개수가 0개(case01), 39개(case02, 현행), 20개(case03)인 
경우에 대한 용접 변형 해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Fig.13은 
case02에서 상부 플레이트의 최종 변형 형상으로 거더와 거더 
사이 영역에서 도그 피스를 설치한 면의 반대면 방향으로 처지
는 거시적 변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14는 case별로 용접선 
길이 방향으로의 처짐량을 도시하여 비교한 것이다. 변형 양상
의 특징을 살펴 보면, 모든 case에서 거더가 위치한 지점에서는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론지와 론지 사이 부분에서는 상
대적으로 작은 처짐량을 보이고 있다. Fig.15는 용접선 폭 방향
으로의 변형 형상을 도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형 양상이 용접
선 길이 방향으로 각각의 최대 처짐량을 가지고 분포함을 알 수 
있다. 

 

 
Fig. 13 Deformed shape of upper plate (case02) 
 

 
Fig. 14 Case study results (deflections in longitudinal direction) 
 

 
Fig. 15 Case study results (deflection in transverse direction) 
 
한편, Fig.14를 참고로 적정 피스 사용량 산출 방법을 살펴 보면, 
먼저 case01(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변형 결과를 low 
limit로  설정하고 case02(현행 피스 사용의 경우)의 피스 사용량 
보다 작은 수의 피스를 고려한 경우(case03)의 변형 결과가 low 
limit 이상을 만족하면서  target(case02)에 가장 근접하는 피스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Fig.14에서 y=6,605mm와 7,440mm의 
두 론지 사이 영역에서 case01과 case03의 변형량을 비교해 보
면,  case01보다 case03에서의 처짐량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영역에는 피스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y=9,945mm와 10,780mm의 두 론지 사이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므로 피스가 추가되어야 한다. 결국, 본 평블
록 모델 예제에 대해서는 총 22개의 적정 피스 사용량이 산출되
어 현행과 비교하면 17개의 피스 사용량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블록 butt joint 용접 시 사용되는 다량의 용접 
변형 방지용 도그 피스의 사용량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
었던 피스 설치량에 따른 butt 용접 변형 실험 및 변형 해석 방
법 정립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그 피스 설치를 고려한 평
블록 조인트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와 계측 결
과와의 비교를 통한 validation과정을 수행하였고, 예제 블록 모
델에 대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도그 피스 사용량 산출 방
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행 도그 피스 사용량을 절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
후 평블록 도그 피스 배치 도면 작성 및 설치 가이드 작성 등의 
절감 방안 시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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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가열을 적용한 선박 외판의 재료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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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Material Characteristics of Shell Plate by Line Heating
Hyung Kyun Lim, Jun Sik Shin, In Song (Hyundai Mipo Dockyard Co.,Ltd.),

Woo Young Jang, Joo Sung Lee (University of Ulsan)

요 약
선체외판의 곡면 생성에 널리 사용되는 열 가공법은 열을 하중으로 이용하여 굽힘작용과 수축작용을 일으켜 강판의 변형을 유

도한다. 특히 열간가공은 판재의 크기와 곡률, 곡형상, 입열량 등의 수많은 작업변수로 인해 아직까지 작업자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다. 열 가공에 의한 곡가공 작업은 선체외판의 곡면 형상에 따라 크게 선상가열과 삼각가열로 구분되며, 실제 조선소
에서는 그 중 70% 이상을 선상가열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선박 구조설계를 위해 선상가열 적용 강재의 소성 및 
파단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선박의 외판용 강재에 대한 선상가열 실험을 수행하고 그 단면을 절단하여
상변태 온도 이상의 고온 영역의 크기를 계측함으로써 열변형해석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가열 영역에
대한 인장실험을 통해 열영향부의 물성치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향후 선상가열을 적용한 선박의 구조적 거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e heat processing method is used widely to a curved surface generation in shell plate. It causes the bending and the

shrinkage operation that it use heat with loads, and deformation of steel plate is accompanied. Especially, hot working has
a lot of operating parameters. So far we depend on experience and sense of worker. Curved surface generation by heat 
processing is classified Line heating and Triangle heating according curved surface shape. At yard, line heating occupies 
70%. This study is as part of a research to investigate steel plasticity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which is applied line 
heating. Priority, we performed line heating experiment on shell plate. After cut the section of shell plate, by measuring the
size of area which is higher than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s the temperature, we were obtained foundation data for 
developing of thermal deformation analysis model. In addition, we presented HAZ properties about the heated area by 
tensile test. Thi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analysis of ship structural behavior applied line heating.
 
 
Key words : Line Heating(선상가열), Plasticity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소성 및 파단특성), Thermal deformation analysis 
      model(열변형 해석 모델), Properties(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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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체 외판의 3차원 곡면을 성형하는 방법으로 프레스와 롤러

를 이용한 냉간가공과 가열에 의한 잔류 열소성 변형을 이용한 
열간가공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열간가공은 판재의 크기와 
곡률, 곡 형상, 입열량 등의 수많은 작업변수로 인해 아직까지 
작업자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곡면에 대한 곡
가공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작업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
타나 실제로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선상가열은 가열과 냉각에 따른 열전도과정, 불균일한 열응력 
생성과정, 온도차에 따른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변화 등의 
복잡한 역학적 과정을 거쳐 원하는 형상을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omoto 등(1991)은 선상가열에 의한 곡면 가공과정을 시뮬레이
션 하였으며, 신종계(1992), 장창두 등(2002)은 선상가열 변형량 
계산을 위한 연구와 변형량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주성(1997)은 선상가열과 삼각가열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학
적 모델을 구현하였고, 이것을 배경으로 이박인 등(2002)은 실험
을 통해 선상가열과 삼각가열에 대한 열변형 간이 예측모델을 제
시하였다. 장창두 등(2001)은 열간가공에 의한 판의 변형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삼각가열에 대한 변형해석 기법을 개발
하였으며, 하윤석(2001)은 위빙가열방식에 의한 상 변태 형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판의 변형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선박 구조설계를 위해 선상가열 적용 
강재의 소성 및 파단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선박의 외판용 강재에 대한 선상가열 실험을 수행하고 그 
단면을 절단하여 상변태 온도 이상의 고온 영역의 크기를 계측함
으로써 열변형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판 두께 및 입열량에 따른 시편을 제작한 후, 가열영역에 
대한 인장실험을 통해 선상가열을 적용한 선박 외판용 강재의 탄
소성 물성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제시된 재료 실험 
결과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값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향후 선상가열을 적용한 선박의 
구조적 거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강의 상변태
철탄화물은 탄소함량에 상관없이 공석온도(Ac1)가 727 ℃로 

알려져 있다. 철이 가열되기 시작하면 이 온도부터 ⍺-ferrite는 
ɣ-austenite로 상변태 하기 시작한다. 모든 변태 가 완료되는 온
도는 탄소함량에 따라 다르며  최종적인 상변태의 내용은 냉각과
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강이 냉각중에 다시 저온이 되면 그 격자
구조는 이미 가열전의 BCC 체심입방구조(⍺-ferrite)가 아닌 
BCT 체심정방구조 체심정방구조(Martensite)로 전혀 다른 미세 
구성인자가 된다. 

Fig.1은 ɣ -austenite가 완전히 Martensite로 상변태 하기위한
필요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상온에서 Martensite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Austenite 상태에서 급속하게 냉각되어야하며 그 
임계속도는 140℃/sec 정도이다. 특히 500℃와 400℃ 사이는 
수 초 이내에 냉각이 이루어져야 Martensite 조직을 얻을 수 
있다. Fig.2는 Austenite가 전단변태에 의해 Martensite로 변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Martensite 조직이 생성되면 모상인 
Austenite에 상당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1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

Fig.2 Shear of martensite

열간가공을 적용한 판재의 변형은 주로 역학적 고유변형에 의
해 이루어지지만 그 영역을 상변태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상가열 후 냉각방식은 수냉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번 실험에서
도 동일하게 수냉 방식을 적용 하였다. 



3. 선상가열 기본역학
선상가열은 강판의 표면을 가열한 후 냉각과정에서 가열선상

의 주위에서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여 이로 인한 굽힘 변형을 유
발하는 가공법으로 이때 가열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의 크기는 가열선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 열원의 종류와 
냉각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조건하에서 굽힘 모멘트는 열원의 온
도와 속도 그리고 판 두께만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Mo = F ( T, v, t )                                        (3.1)

여기서    T : 열원의 온도
          v : 열원의 속도
          t : 판의 두께

 가열선 주위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Mo와 각변형량 θ의 
관계는 미소변형을 가정해서 식3.2로 나타낼 수 있다.

   
                                                (3.2)

따라서 단위길이 당 굽힘 모멘트는  
   

                                          (3.3)
로 표현될 수 있다. Fig.3에 선상가열 현상을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모델을 나타내었으며, 이주성(1998)은 실험과 
해석결과를 토대로 역학  모델링의 합당성을 확인하였다.  

  

Fig.3  Mechanical modeling of line heating 

4. 소성경화 구성 방정식
강재에 대한 인장실험은 탄성계수, 초기항복강도, 인장강도, 

변형률 경화지수, 강도계수 등의 탄소성 재료특성을 얻기 위해 
수행된다. 선박의 충돌같이 부재의 파단과 대변형률을 동반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소성 재료특성 정보는 구조거동의 해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인장실험에서 단지 하중과 표점거리
의 연신율을 얻고 있으나 이것은 부재의 일부 단면적에 집중적으
로 감소하는 확산네킹(Diffuse necking)이 발생하기 전까지 적용 
가능하며 이것을 균일 진응력(Uniform true sress)-균일 진변형
률(Uniform true strain)이라 한다. 그러나, 상용 강재에 있어서 

비균일 변형의 발생은 확산네킹이 발생하는 최대하중 이후에 시
작하여 지속적인 인장과 함께 하중이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 파단
에 이르게 된다.(민덕기, 2011) 

Bridman(1952)은 봉형 인장시편의 확산네킹 이후 다축응력 
상태를 보정하기 위해서 해석적 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인장실
험으로 얻은 평균 진응력을 등가 진응력으로 수정하기 위함이다. 

Fig. 4 Engineering stress-strain representing typical three 
blocks in ductile metal specimen under tensile load 
(Kalpakjian, 2001)

특정 구간에서의 표점거리에 상응하는 소성변형률을 식4.2에 
나타내었다. 이것을 로그 진변형률이라 하며 확산네킹 이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확산네킹 이전 변형구간에서의 균일 진응력과 균
일 진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1)

  




 






 ln

                     (4.2)
   
   여기서,  Lo : 초기 표점거리
            L  : 특정구간에서의 표점거리
                                                
또, 소성구간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Hollomon(1945)은 경

화지수(n)와 강도계수(K)를 이용하여 식4.3과 같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변형률 경화지수는 로그좌표 상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4.3)

변형률 경화지수와 강도계수는 ASTM E646-07에 다음과 같
이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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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og
           log    
          N = Number of data

5. 선상가열 실험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강판은 공칭항복응력이 235MPa인 

선박용 연강재로서, 가열방향으로 가열 전 초기변위를 측정하고, 
시편이 냉각된 후 변위를 계측하여 그 차이를 가열로 인한 변형
량으로 정의하였다. 변위는 계측오차가 ±0.2mm인 레이저 센서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면의 온도 측정을 위해 K Type의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Center지점에서 0, 20, 30, 50, 
100mm 떨어진 곳 즉, 총 5가지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하였다. 계
측한 변위와 온도는 향후 열탄소성 해석 시 활용할 것이다.

선상가열시 가열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강판
의 두께에 따른 입열량(Heat Input)으로 본 실험에서는 강판에 
적용되는 입열량을 변화시키기 위해 크기 300X1000mm, 두께 
10t, 15t인 시편에 대해 가열속도를 400, 500, 600mm/min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선상가열을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냉각방법
으로는 최대한 현장 작업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시편 가열부
에 상변태를 유도하기 위해 토치에서 150mm 떨어진 곳에서부터 
수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실험 조건들을 Table. 1에 나타냈
었다.  Fig.5은 선상가열장치를 이용한 실험 장면이며. 선상가열 
후 소성변형 된 가열부의 물성치를 얻기 위해 가열방향으로 Wire 
Cutting을 실시하였다.(Fig. 6)  

Table. 1. Condition of experiment
Heat Source    LPG
LPG pressure    1.7 kgf/cm²
Oxygen pressure    4 kgf/cm²
Distance between torch  

   tip and plate surface    50mm
Torch tip number    3000
Cooling Method    Water cooling

 

Fig. 5 Line heating of steel plate
           

         Fig. 6 Wire cutting after line heating

입열량에 따른 선상가열 실험 시 강판의 이면 온도변화를 계
측하여Fig. 7로 나타내었다. 시편을 Band-saw로 절단하여 1μm 
알루미나 입자를 이용하여 Polishing 작업을 마친 후, 질산 4%와 
에탄올 96% 혼합용액인 나이탈(Nital) 용액을 이용하여, Macro 
Etching을 10초간 시행하여 가열 표면을 부식시켰다. Fig. 8에 
Macro Etching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7 Temperature data of 15t line heating plate
 



   (a) Breadth of HAZ 

(b) Depth of HAZ 

 Fig. 8 Phase transformation region of 15t mild steel     
   by macro etching

하윤석(2001) 등은 실험 및 해석을 통해, 선상가열시 탄소함
량에 따라 가열 깊이가 약 66%일 때 최대 횡 굽힘 모멘트가 발
생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본 실험에서 Macro Etching
을 통해 얻은 결과와 유사한 값으로써 본 실험의 유효성을 입증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열부에 대한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가열중심부를 
Band-saw로 절단한 후 Micro Etching을 실시하였다. 가열 중심
부의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현미경 조직 사진을 Fig. 9에 나
타내었다.

     

(a)                             (b)
Fig. 9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by X500
Where, (a) HAZ region of plate (b) Non-HAZ region of 

plate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공석온도(Ac1)인 727℃ 이상의 상변
태 온도에서 급랭처리 한 가열 부 표면인 (a)영역은 Quenching 

효과로 Martensite 조직이 나타났다. 가열 부 이면인 (b)영역에서
는 가열부 표면인 (a)영역과의 냉각온도의 차이로 인해 grain 
size가 작아지고 균질화되는 전형적인 Normalizing 효과가 나타
났다.

6. 인장 실험
  
 6.1 인장 시편

선상가열을 실시한 강판에 대한 재료의 물성치를 얻기 위해 
각 Case에 대해 가열선 방향으로 시편을 절단하였다. 인장시편
은 ASTM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시편의 치수를 결정하였
으며 KS규격도 동시에 만족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실험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편은 모재의 Role 방향과 Role에 수직한 
방향인 2가지 경우로 제작하였으며, 입열량과 두께를 달리하여 
총 48가지의 인장시편을 제작하였다. 인장시편의 치수를 Fig. 10
에 나타내었다.

 Fig. 10 Scantling of specimen

6.2 인장 실험
선상가열 한 시편을 300kN 만능 인장 실험기를 이용하여 

2.0mm/min 속도로 변위제어를 하였다.

  

Fig. 11 Specimen setup at tensile test machine
 



  6.3 실험 결과
인장실험 시 나타나는 확산네킹 및 파단 현상을 Fig. 12.에 나

타내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선상가열을 적용한 강재의 재료 
특성을 얻는 것이므로 인장실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복
강도( ), 인장강도( ), 파단변형률( ), 경화지수(n) 및 강
도계수(K) 등과 같은 재료의 물성치를 얻었다. 그 중 속도 
400mm/min으로 선상가열을 적용한 10t, 15t 시편에 대한 재료
의 물성치와 500mm/min으로 선상가열을 적용한 10t, 
600mm/min으로 선상가열을 적용한 15t의 물성치를 Table. 2~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인장실험기로부터 직접 취득한 공칭응
력, 공칭변형률 곡선을 Fig. 13 ~ Fig. 14에 나타내었다. 

    

(a)                  (b)                (c)         
Fig. 12. Diffuse necking & fracture of specimen

  
Where,  (a) After diffuse necking 
         (b) Close to fracture 
         (c) After Fracture

Table. 2 Material properties at 400 mm/min of 10t

시편
  

[Mpa]

 . 

[Mpa]

   n

K 

[Mpa]

HL4-1 384.90 498.24 1.263 0.193 1217.6

HL4-2 386.63 500.48 1.246 0.179 1028.6

HL4-3 370.20 472.18 1.271 0.216　 1114.0

HB4-1 380.76 495.76 1.277 0.182 1136.6

HB4-2 386.48 499.54 1.268 0.220　 1291.8

HB4-3 374.97 487.43 1.279 0.208　 1134.2

Mean 380.66 492.27 1.267 0.199　 1153.8

S.D 6.7709 10.910 0.0120 0.0175 90.61

Table. 3 Material properties at 400mm/min of 15t

시편
  

[Mpa]

  

[Mpa]


  

[mm]
n

K 

[Mpa]

HL4-1 327.76 477.68 1.290 0.211 1259.2

HL4-2 325.76 473.83 1.358 0.195 1163.3

HL4-3 310.17 477.08 1.324 0.189 1121.5

HB4-1 323.02 474.40 1.299 0.194 1147.4

HB4-2 320.06 472.67 1.314 0.181 1073.2

HB4-3 315.54 471.35 1.287 0.232 1274.7

Mean 320.39 474.50 1.312 0.200 1173.2

S.D 6.6051 2.4722 0.0266 0.0183 78.91

Table. 4 Material properties at 500 mm/min of 10t

시편
  

[Mpa]

 . 

[Mpa]

   n

K 

[Mpa]

HL5-1 369.41 485.20 1.270 0.173 1022.6

HL5-2 357.94 483.17 1.293 0.176 1031.3

HL5-3 346.11 487.20 1.252 0.192 1109.2

HB5-1 376.89 490.08 1.281 0.179 1021.6

HB5-2 351.16 473.72 1.314 0.186 1043.3

HB5-3 350.49 479.21 1.303 0.193 1066.3

Mean 358.67 483.10 1.285 0.183 1049.1

S.D 12.075 5.8837 0.0227 0.0084 33.81

Table. 5 Material properties at 600 mm/min of 15t

시편
  

[Mpa]

 . 

[Mpa]

   n

K 

[Mpa]

HL6-1 303.27 468.94 1.369 0.175 948.42

HL6-2 309.16 471.05 1.355 0.177 956.75

HL6-3 305.62 467.95 1.363 0.172 942.54

HB6-1 303.46 468.41 1.330 0.181 970.96

HB6-2 306.99 469.78 1.315 0.182 969.17

HB6-3 301.16 468.52 1.324 0.196 1075.4

Mean 304.94 469.11 1.343 0.181 977.21

S.D 2.8904 1.1336 0.0227 0.0085 49.40



(a)

(b)
Fig. 13 Nominal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10t

(a)

(b)
Fig. 14 Nominal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15t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외판용 강재에 대한 선상가열 실험을 

수행하고 판 두께 및 가열속도에 따른 시편을 제작한 후, 가열영
역에 대한 인장실험을 통해 선상가열을 적용한 선박 외판용 강재
의 탄소성 물성치를 제시하였다. Fig. 9와 Fig. 10의 그래프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증
가하고 파단변형률은 감소하여 강재가 취성화 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선상가열을 한 판은 취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입열량에 따른 강도 및 취성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연구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상가열을 적용한 외판강재의 
탄소성 물성치를 확보하였고 제시된 자료는 향 후 선박의 구조적 
거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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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토치를 이용한 곡 가공 해석 시 입열 모델에 관한 연구
배성호, 이주성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A Study on the Heat Flux Model of Plate Forming by

Gas Torch

Sung-ho Bae, Joo-sung Lee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요  약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제작에 있어 용접변형의 수정, 곡 가공, 판재의 변형 수정 등을 위해 가스토치를 이용한 강의 가열 작업
은 필수적이다. 최근 조선해양분야에서는 구조물의 크기가 거대해지고, 다양한 재질의 구조물이 건조됨에 따라 열에 의한 변형 
예측과 좀 더 정확한 정도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스토치를 이용한 강의 가열 실험 및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가열된 강의 입열 모델을 정립함으로서 가열작업의 자동화와 해석을 위한 일부분이 되고자 한다.
Key words : 가스토치, 가열작업, 입열모델, 자동화

1. 서 론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제작에 있어 곡 가공, 용접에 의한 변형

수정, 판재의 변형수정 등을 위해 가스토치를 사용한 열간가공은 
필수적이다. 특히 선박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변형으로 인한 변형관리, 
정도관리 및 변형예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유
연한 선형을 만들기 위해 선체외판에 곡부위의 곡 가공을 위한 
가열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가스토치를 사용한 강의 가열 작업
은 예측이 어렵고 자동화 되지 못하여,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열 변형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을 통한 가열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된지 오래
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여러 연구 기관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일부 곡 가공 분야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스토치를 이용한 선상가열 실험을 실
시하고 실험시 온도계측과 열영향부 검토등 실험을 통한 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가
스토치를 이용한 강의 가열작업에 의한 입열 모델을 정립함으로
서 가열작업의 자동화와 해석을 위한 일부분이 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결과
2.1 실험 방법

토치를 이용한 가열시 강판의 입열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시
편을 이용한 가열실험을 하였다. 시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Mild steel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보인바와 같이 
시편은 길이 500mm, 폭 300mm 크기에 두께는 6mm와 9mm두 
종류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1 Material type of specimens

No Type of material Size( L x B )
Material Thick(mm)

No ofspecimen
1 GL - A 500 x 300  6 1
2 GL - A 500 x 300  9 3
 
가열 시 사용한 장비는 일정한 가열속도와 시험편과 토치간 

거리(stick-out)를 유지하기 위해 3차원으로 이동이 가능한 
Gantry type의 자동 가열장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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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 사용한 가스는 LPG와 산소이며, Table 2와 같은 유량
과 유압 그리고 가열 속도 등 가열조건을 적용하였다. 가열 중에
는 압력게이지와 유량계를 통해 압력과 유량을 실험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Table 2 Condition of heating by gas torch

Flow rate  23 min
 50 min

Velocity of 
flow

 1.7 
 4   

Heating speed 200, 250, 300, 400 
min

Stick-out 50 
Torch tip 3000

가열 시 온도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이면에 열전대를 부착
하였다. 열전대는 시편의 이면에 열원의 중심으로부터 20 mm 간
격으로 부착 하였고, 사용한 열전대는 K-type 이며, 온도 모니터
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 변화를 측정 할 수 있었다. 

Fig. 1 Position of thermocouple

실험의 진행시 부착된 열전대를 통하여 실시간 온도를 계측하
면서 가열된 시험편을 100℃ 이하까지 공냉 하였으며, 냉각이 끝
난 시험편은 밴드소우(Band Saw)장비를 통해 절단 시 열이 들어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며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편은 폴리싱
(Polishing) 작업을 통해 표면처리를 한 후, 에탄올을 이용해 시
편 세척을 하여 부식을 방지 하였다. 이후 에칭(Etching)을 하였
는데 이때 사용된 용액은 에탄올과 질산의 혼합용액 이며, 질산 
4%의 Nital용액으로 매크로 에칭(Macro etching)을 하였다.

2.2 실험 결과
앞 절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실험은 두께 9mm인 시편에 속도 200, 250, 300 mm/min인 
3가지 경우와 두께 6mm인 시편에 속도 400mm/min인 한가지 경

우를 하여 총 4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시 이
면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계측한 온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편의 
두께가 9mm이고 가열속도를  200mm/min로 한 시편의 경우 
Fig. 2와 같은 이면온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열중심 이
면의 최고온도는 799.02℃로 측정되었으며, 열원에서 멀어질수
록 이면의 온도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가열 후 
공냉을 하여 온도가 서서히 하락함을 볼 수 있다. 실험한 4case 
모두 그래프의 형태가 이와 유사하게 나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
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2 Temperature history of heating case 
(9t-200mm/min)

두께 9mm인 3가지 속도의 경우와 두께 6mm인 1가지 속도의 
경우에 대한 이면온도계측값의 최고온도 그래프는 Fig. 3과 같
다. 두께 9mm, 속도 300mm/min 의 case를 제외하고, 시험편의 
열원 중심에서 700℃ 이상의 열전달이 되었으며, 열원으로부터 
20mm 이격된 곳에서도 700℃ 이상의 열이 전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Maximum temperature of heating case

실험시 가스토치의 입열로 인한 조직의 변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편을 절단하여 매크로 에칭(Macro etching)을 한 사진
이다. Mild steel의 화학조성으로 인한 온도에 따른 조직의 상 변
태점이 약 727℃ 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계측된 시험편 이면온도



와 에칭 된 시험편의 형상을 육안으로 비교해 대략적으로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Make an etching of specimen ( 9t-250mm/min )
실험을 통해 계측된 온도데이터와 가열된 시편을 절단 후 에

칭을 통해 찾은 열영향부를 가지고 입열 모델 정립에 검증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3. 열탄소성 해석 및 입열 모델 정립
3.1 열탄소성 해석

 가스토치를 이용한 강의 가열시 열변형에 대한 열탄소성해석
은 이론적으로 열전달 문제와 탄소성해석 문제가 연성된 형태이
나 변형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가열 중 발생하는 판의 
기하학적 형상 변화가 열전달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고, 따라서 열전달문제와 열변형 문제를 분리하여 독
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장현과 신종계, 2002;Son et al., 
2007). 즉, 열전달해석을 통하여 열원이 통과하는 과정의 온도분
포를 각 Time step에서 계산한 다음, 이 결과를 열하중으로 입력
하여 탄소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가열에 의한 변형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토치를 이용한 가열시 입열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열전달 해석만 수행하였다.

열전달 해석 시 경계조건은 자연대류(Free convection 
condition)로 하였다. 여기에 열손실 계수(Heat loss coefficient)
에 대해서 고려하였으며,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열전달 현상
을 구현할 수 있는 잠열(Latent heat)도 고려하였다. 냉각방법은 
실험과 동일하게 공냉으로 하였다.

3.2 입열 모델 정립

열전달 해석 시 입열 모델을 위해 Tsuji가 제안한 식 1과 같은  
double gaussian heat flux를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첫 번째 
화염과 두 번째 화염의 분포로 결정된다.

 
























 




                     (1)

각각의 Parameter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표시한 바와 같다.

 : Heat flux distribution 
    : Heat efficiency  
   : Radius of 99.8% first heat flux frame
   : Radius of 99.8% second heat flux frame
    : second heat flux over first heat flux
   : Heat flux due to chemical reaction

Table 3은 화염을 위한 열속 모델을 이용하여, 앞서 Table 2
의 실험 조건을 통하여 식 1에 필요한 Parameter들을 정리하였
다.

Table 3 Heat flux distribution variable of LPG flame 
Flame length (1,2) Second heat flux 

over first heat flux 
(   )

Stick-out
 

100 mm 340 mm 0.3 50

4. 해석 결과 및 비교 
실험을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해 double gaussian heat flux

를 계산할 수 있었다. 실험시 통해 알게 된 자료를 토대로 식 1
의 내용을 적용하여 Fig. 5와 같은 입열모델을 만든 후 이를 실
험값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Fig. 5 Double gaussian heat flux

 계산된 heat flux를 가지고 가열속도가 다른 모델에 적용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한 결과 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하였
는데 실험한 case에 대한 최고온도비교는 Fig. 6이고, 최고온도 
도달 후 냉각하는 과정을 비교한 것이 Fig. 7이다.

실험값과 수치해석 값의 최고온도비교에서 매우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열 후 냉각과정에 대한 해석에서도 실험과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the maximum temperature (9t)

Fig. 7 Comparison of temperature history (9t-200mm/min)

이 자료를 토대로 가스토치를 이용한 곡가공시 입열 모델 구
성이 잘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가스토치를 이용한 곡가공시 입열 모델 구성을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실험을 통한 온도 및 열영향부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입
열 모델을 구성하였다.

가열시 온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열전대를 이면에 부착한 
후 실험하여 시편에 온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가스토치의 입열
로 인한 열영향부를 찾았다. 실험시 사용된 조건을 식 1에 적용
하여 2차원 열전달해석에 필요한 Double gaussian heat flux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heat flux를 통해 다른 모델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과정은 계산된 heat flux를 적용한 모
델의 이면온도와 실험 시 계측된 온도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
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실험값과 매우 흡사한 결과가 나와서 입열 
모델이 잘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입열 모델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편의 크기를 통한 검
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열시 변수로 인한 효율의 변화에 
대한 Case study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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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필렛 용접법 적용 시 변형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s of Intermittent Fillet 

welding 
허남학, 이주성(울산대학교)

요 약

As considerable interests in the weld-induced deformations have been increas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ships’
block. The weld-induced deformations cause reduction of the production of construction and increase the price of the 
ship. thus many people work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re trying to reduce the weld-induced deformation and 
proceed studies of new technology for welding. So this study applied the method of intermittent welding to reduce the 
weld-induce deformation and it also used thermocouples of k-type to measure the pattern of heat input. Using the 
pattern of heat input is more efficient to analyze the weld-induced deformation especially angular distortion by 
computer program.  And also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nts that is about the angular deformation and its 
metallographic deformation to get the more information through the mounting & polishing, etching of the specimen.

 
Keywords : Intermittent welding(단속용접), Fillet welding(필렛 용접) Heat affected zone(HAZ, 열영향부), , Heat input(열 입열),
           Weld-induced deformation(용접 변형), Metallographic(금속 표면 확대도)

1. 서 론
용접은 해양구조물이나 선박의 건조 산업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조선해양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산업에서도 크나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러므로 용접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의 기본목적에 맞는 구조물을 
결과로 내놓아야 함으로 용접변형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해양구조물이나 선박의 건조에서 발생되는 용접변
형은 외관상의 불량은 물론이며, 구조면에서는 강도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판구조물에서 면외 변형이 심할 경우에
는 제작이 완료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
생하며 이에 따른 노동시간 등의 증가로 전체 건조비용의 상승 
원인이 되므로 판구조물의 용접변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현재까
지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선박에 있어서 박판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박판블럭의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되었는데(신대희 등, 2007; 이주성과 김철
호,2006), 그 중 하나가 단속용접(Intermittent welding)이다. 기
밀이나 수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 구조 안전성 측면에

서 허용 수준이상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연속용접
(Continuous welding)보다 단속용접을 적용하면 입열량의 대폭
적인 감소로 용접변형을 많이 감소 시킬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
게 예상할 수 있다(이주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판 평블록 필렛 용접에 단속 용접법
(Intermittent welding)을 적용하고, 이에 발생되는 용접에 의한  
각 변형량(Angular distortion)을 알아보며, 일반 연속용접(Conti 
nuous welding) 경우일 때 발생되는 각 변형량과의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연속용접 모델과 단속 용접
이 적용되고 Pitch 크기를 각각 달리한 실험모델을 사용하여 직
접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실험모델

본 실험에서 연속용접 및 단속용접에 사용된 Base model의 
재질은 연강(mild steel)이며 Fig.1과 같이 평판에 flat bar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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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필렛용접을 실시하였다. 이때 보강재는 Tack welding을 하
여 고정을 하였다. 단속용접의 경우 Pitch는 비 용접구간
(Non-welding)을 나타내며, P80은 비 용접부 구간의 길이가 각
각 80mm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Pitch간격에 따른 각각의 
model들의 부재치수는 Table 1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모델의 
동일한 입열량을 위해서 용접선 길이의 합은 모든 Case에서 동
일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비용접구간인 pitch의 길이에 따라 판
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다. 길이를 제외한 그 외의 시편 치수 
인 두께와 폭의 경우는 모든 Case들에서 같게 정하였다.

  welded part
  non-welded part

Fig. 1 Tack-welded base model for welding 

  Table 1 Types of model
Model Plate Stiffener(Flat bar)

L × B × T [mm] L × H × T [mm]
Continuous 800×300×6 880×60×6

P80 880×300×6 880×60×6
P100 980×300×6 980×60×6
P120 1080×300×6 1080×60×6
P140 1180×300×6 1180×60×6

 2.2 실험방법 및 조건
 
본 연구에서 용접은 Fig.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용접(Tack 

welding)된 시편을 자동용접기(Auto welding carriage)를 이용하
여 FCAW(Flux Cored Arc Wedding)인 CO2용접을 사용하였으며, 
보강재의 한쪽면만 용접을 하는 One side welding 법을 적용하
였다. 시편의 재질과 용접시 적용되는 전류, 전압, 용접속도등 용
접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연속용접과 단속용접에서 발생되는 각변형량과 온도를 계측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변형량의 측정은 
판의 이면에 Grid를 결정하여 용접전과 후에 동일한 지점을 레이
저 거리센서를 이용하여 변위를 측정하였다. 용접 시 발생되는 
시편의 온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Plate의 중심(Stiffener 두께
부분의 중심)부분의 이면을 기준으로 0mm, 10mm, 20mm, 

50mm 지점에 Fig. 3 과 같이 k-type 열전대를 부착하여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용접후 입열된 정
도를 확인하기위하여 충분히 냉각이 된 시편의 용접부위를 벤드
쏘우(bendsaw)를 이용하여 열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며 
절단한 후, mounting작업과 polishing 및 etching 작업을 시행하
였다. Etching은 Macro와 Micro로 나뉘는데 열영향부만 보려면 
Macro-etching을 하면은 되고, 조직을 보려면은 Micro-etching
을 해야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열영향부와 용접부 주변의 조직을 
모두 알아보기 위해 두가지를 다 시행하였다. Etching시 
ASTM-E340에 의거하여 사용한 용액은 질산(Nitric acid)과 에탄
올(Ethanol)의 혼합비율이 질산 4%의 Nital용액을 사용하였고,  
Etching시간은 규정에 맞춰서 적용하였다.

Fig. 4 Welding system 
Table 2 Condition of welding
      Material mind steel
      Current ,I 150[A]
      Voltage ,V 21[V]
      Welding speed ,v    200[mm/min]
      Process CO
      Tip distance 10[mm]
      No. of passes 1
      Wire diameter 1.2
 

Fig. 5  Positions of thermocouple



3. 실험결과
본 절에서는 단속용접시 발생되는 변형특성에 대한 내용을 알

아보기 위해 앞서 2장에서 말한바와 같은 내용의 실험을 진행하
여 나온 결과 및 분석에 대한 것이다.

3.1 각변형량과 온도분포
3.1.1 각변형량의 결과

Fig. 4는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조건에 대한 각변형량을 나타
낸 것이다. 각변형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접 전에 초기변
위를 계측하고 용접이 끝난 후에 충분한 냉각시간을 거쳐 발생된 
변위를 계측하여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연속용접에 비하여 단
속용접의 경우 발생된 각변형량이 1/2이하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용접시 들어간 입열량의 차이가 2배이상 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P80의 경우에는 연속용접에 비해 
용접선의 길이가 50%인데 각변형량은 약 40%수준으로 각변형
량에서는 연속용접에 비해 단속용접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속용접에서 같은 입열량을 가지는데 Pitch의 간격이 좁
을수록 각변형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에서 
150mm 인 부분(중심부분)을 중심으로 우측편이 좌측에 비해 각
변형량이 높게 나오는 것은 One side welding법을 적용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Fig. 4 Angular distortions of pitch case 
3.1.2 온도분포의 결과

용접시 발생하는 온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모델의 이면에 
부착한 열전대는 Fig. 5와 같이 용접선 길이방향을 중심으로 0, 
10, 20, 50mm에 부착한 결과이다. 실험모델의 중앙부 이면에 
부착한 열전대의 최고온도는 약 460℃정도 나타났으며, 열전대
를 부착한 중앙부와 용접선에서 가장 먼 50mm 지점의 최고 온
도차는 약 340℃정도 되었다. 이는 용접부에서 멀어질수록 이면
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를 토대
로 수치해석시 이면의 온도분포를 실험값과 비교해가며 검증할 
것이다.

Fig. 5 Temperature measered by thermocouple 
 

3.2 용접부 확인

3.2.1 용접부의 Mounting 및 Polishing, Etching 
용접된 시편에 열영향부와 조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앞선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용접부를 절
단하여 Fig.6와 같이 Mounting 작업을 한 후, Polishing과 
Etching 작업을 하였다. 사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용접시 발생
되는 입열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열영향부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
고 조직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조직의 변화
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6 Specimen after mounting(left) and polishing 
  - etching(right)
  

3.2.2 열영향부의 조직변화
앞선 Fig. 6에 나타낸 에칭후의 사진(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

듯이 용접에 의해 용착금속(Deposited metal)과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 형태가 보이며 동시에 연강내의 금속 조직 
또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Micro –  
etching을 통한 조직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용착
금속과 모재사이의 구간 즉, 열영향부 구역 안에서 몇 가지 조직
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열영향부 안에 입자조대화



영역, 입자미세화영역, 부분상변태영역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
고, 모재와 열영향부사이에 뜨임처리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Table 3 Deformation of metallographic of H.A.Z
Point Area  Zoom ×100 Metallographic(×1000)

①  Depsited  
- metal

②

 
 H.A.Z
(Heat-

 Affected 
   Zone)

③

④

⑤

⑥  Base -
  meta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속용접과 단속용접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단

속용접에 있어서 Pitch의 크기에 따른 각변형량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용접시 열전대를 이용하여 온도 분포를 측정
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용접후 발생되는 용접부와 모재의 
조직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연속용접과 단속용접의 각변형량 차이에 대한 결과는 연속용
접에 비하여 단속용접의 경우 발생된 각변형량이 1/2이하임을 
알 수 있는데 Pitch 80의 경우에는 연속용접에 비해 용접선의 길

이가 50%인데 각변형량은 약 40%수준으로 각변형량에서는 연
속용접에 비해 단속용접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단속용접의 Pitch의 변화에 따른 각변형량 차이는 Pitch의 간
격이 좁을수록 각변형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접시 이
면에 부착한 열전대를 이용한 온도 계측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멀어질수록 이면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수치해석 시 이면의 온도분포를 실험값과 비교
해가며 검증할 것이다. 용접 입열로 인해 용착금속과 모재의 조
직변화에 대해 열영향부의 크기와 각 열영향부 내부의 조직변화
에 대해서 크기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역시 수치해석
에 열영향부경계를 토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향후 본 논문의 자료는 용접관련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이면온도계측과 열영향부에 대한 자
료는 수치해석 시 데이터검증에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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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선상가열시 강판의 변형 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훈(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이주성(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Abstract

An important three factors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ship are cutting, bending(or plate forming), and welding. 
These processes experience the same thermal cycle due to moving heat source, that is heat inputting, reaching to the 
highest temperature followed by cooling. Many processes in shipbuilding  have been mechanized and automated. Plate
forming process is still dependent on the workers’ skill and experience although this process is one of the key 
processes in shipbuilding.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nvestigating the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steel plate due to multi-line 
heating. It is inten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ine heating. The thickness of steel, heating speed, gas flow, 
stick-out a variety of heating conditions are constant, the distance between the torch experiments were conducted as 
a variable. For the multi-torch distance variation compared to the temperature and angular-distortion, were analyzed 
on the interaction of the flame.

Keywords : Multi-line heating(다중선상가열),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열변형특성), Angular distortion(각변형)

1. 서 론
선체 외판은 주로 곡면으로 이루어져있는데, 3차원 곡면을 이

루는 비율은 대형선박의 경우 약 40%, 중소형선의 경우 약 
60-70% 정도이다. 현재 이러한 곡면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롤러(roller)나 프레스(press)를 이용한 순수 냉간가공
(coldforming), 1차 냉간가공 후 열간가공(heating forming) 그리
고 순수 열간가공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선체 중앙부와 같이 곡
률이 일정한 부분이나 변화가 크지 않은 부분 즉, 한쪽방향으로
만 곡률이 있는 경우에는 순수 냉간가공이 사용되고, 선박의 선
수 및 선미부와 같이 곡률의 변화가 심한 부분의 경우는 1차 냉
간가공 후 열간가공을 실시하여 원하는 목적 곡면을 만든다. 전
체 성형 가공 공정 중 열간가공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곡판은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간가공을 하는 방법에는 주로 선
상가열을 이용한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열간가공인 선상
가열은 효율성 향상이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초기의 작업방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므로 숙련된 기술
자의 경험과 감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작업으로 실시하기 때
문에 강판의 곡가공에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됨과 더불어 작업 
시 발생되는 심한 소음과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장시간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작업자들이 선상가열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상가열 숙련기술을 익히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향후 숙련된 작업자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작업자의 고
령화, 인건비의 상승, 가공물의 정밀도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이러한 이유로 이 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고, 자동화 시스템 개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Ueda, et al., 1991; Lee, 1997; 
Jang, et al., 2002; Lee, et al., 2002; Kim & Shin, 2002; 
Terasaki, et al., 2002; Lee & Lim, 2005; Yang, et al., 2010)

본 논문은 선상가열시 효율향상을 위해 다중 토치를 이용하여 
선상가열한 후 강판의 변형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선상
가열시 강판의 두께, 가열속도, Gas 유량, 가열시 토치와 강판과
의 거리등 다양한 가열 조건이 일정할 때 가열토치간 거리를 변
수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 토치 사이의 거리에 따
른 온도와 각변형량을 비교하였으며, 화염의 간섭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실험시 계측한 온도데이터와 열전달 해석을 통한 
이면 온도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다.

2. 실험 모델 및 조건
선상가열시 다중 토치를 이용하여 동시가열을 진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조건으
로 하였다. 실험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정하였고, 3개의 토치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를 사용하여 각각의 토치사이 거리를 100, 150, 200 mm로 변경
하며 실험을 실시하였다. 열전대는 시편의 뒷면에 부착하여 온도
의 변화를 계측하였으며, 사용한 열전대는 k-type 이다. Fig. 1
과 같이 토치간 거리가 100mm일 때는 열전대를 10mm 간격으로 
부착을 하였고, 토치간 거리가 150, 200mm인 경우에는 열전대
를 15, 20mm 간격으로 부착하여 실험시 총 11채널에서 온도 변
화를 측정하였다. 이는 토치와 토치사이의 거리 영향에 대한 온
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해서이다.

실험시 냉각조건은 공냉으로 하였으며, 온도변화는 이면의 온
도가 200℃ 이하가 될 때까지 측정하였다.

Item Dimension
Plate size (L x B) 1000 x 740 mm2

Plate thickness 19 mm
Heating speed 300 mm/min

Flow rate LPG 23 l/min 
O2 50 l/min 

Pressure of flow LPG 1.7 kgf/cm2

O2 4 kgf/cm2

Stick-out 50 mm
Torch tip 3000

Distance of torch d 100, 150, 200 mm

Table 1 Condition of multi-heating

Fig. 1 Locations of heating lines and thermal couples : 
=100mm

3. 실험결과
위의 실험 조건으로 다중 선상가열시 강판의 변형특성에 관한 

실험결과이다. 온도계측결과, 각변형량 그리고 화염의 간섭 순으
로 나타내겠다.

3.1 온도계측결과
앞서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토치의 간격에 따라 열전대를 

부착하는 간격을 달리하였으며, 실험시 강판의 이면에 대한 온도
변화를 계측하였다.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토치 사이의 간

격인 d가 100, 150, 200 mm에 대하여 온도변화를 계측한 결과
이다. 토치 간격이 100mm 일 때 강판 이면의 최고온도와 최저온
도의 차는 약 70℃정도이며, 토치간 거리가 200mm일때는 약 
200℃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토치사이의 거리가 좁
을수록 각 화염의 간섭으로 인해 강판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 Measured maximum temperature at each thermal 
couple

가열선 사이의 거리 d=100mm인 경우 두 개의 모델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중앙가열선 H1의 위치를 영(Zero)로 할 때 
우측 방향으로 각 채널에서의 최고 온도를 Table 2에 정리하였
다. 2회에 걸쳐 수행한 실험에서 계측한 최고 온도의 최대 차이
는 약 14%로서 실험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두 
모델에 대한 각 채널에서의 평균 값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Fig. 2에 도시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두 토치 사이의 중
간 위치에서 최고온도가 가장 낮으며 토치에 근접할수록 최고온
도가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실험시 소모되는 가스와 산소의 유량
이 같다면 H1과 H2 위치에서의 최고 온도가 같아야 하나 채널 
11 즉, H2 위치 기준으로 채널 1 즉, H1 위치에서의 최고 온도
가 6.9% 정도 낮았다. 이는 H2 보다 H1에서의 가스와 산소 유
량이 약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토치의 경우 모든 토치
에 대해 가스와 산소의 유량을 정확하게 같도록 하기가 쉽지 않
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실험은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Point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est-1 467.5 469.4 439.6 422.9 418.2 425.9 423.2 447.8 472.1 472.9 -

Test-2 463.4 481.3 459.2 459.3 437.9 435.7 440.7 440.5 476.4 495.3 499.9

Average 465.4 475.3 449.4 441.1 428.0 430.8 431.9 444.1 474.2 484.1 499.9

Table 2 Measured maximum temperature by thermal 
couple : =100mm



3.2 각변형량
다중 토치를 이용하여 강판의 변형을 알아보기 위해 가열후 

충분한 냉각시간을 거쳐 시편의 각변형을 계측하였다. Fig. 3은 
토치의 간격에 따른 각변형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편의 길이 방
향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토치의 간격이 좁을수록 각
변형량이 크며, 간격이 멀어질수록 변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의 좌측이 우측에 비해 각변형량이 높게 나오
는 것은 3개의 토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동일한 유
량과 유압으로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토치에 정확한 가스
와 산소의 양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3 Angular distortion of heating case

3.3 화염간 간섭
3개의 토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선상가열하는 실험에서 각 토

치사이의 화염반경에 따른 영향이 있다. 이는 토치간 거리가 가
까울수록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Fig. 4에 보인바와 같이 토치
간격이 100, 150mm인 경우 화염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200mm에서는 화염의 간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5 Interference of flame

4. 수치해석을 통한 온도분포
강판의 선상가열시 변형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통해 계

측한 자료를 토대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은 열전달
해석을 실시하여 가열선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하여 
실험과 비교해 보았다.

열전달 해석시 적용한 Heat flux는 Tsuji(1988)가 제안한 
Double gaussian heat flux를 적용하였으며 Table 1의 가열조건
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은 형태로 적용하였다. 열전달 해석은 2
차원으로 수행하였다.

Fig. 4 Double gaussian heat flux

실험시 계측한 이면온도 자료와 열전달해석을 수행하여 나온 
결과를 가열선 거리 d=100, 150, 200mm 3가지 경우에 대하여 
Fig. 5에 비교를 하였다. 비교한 결과 실험값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maximum temperature between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5. 결 론
선박 외판의 성형공정에서 선상가열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산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한 방법으로 다중 선상가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때 강
판의 변형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상가열시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들은 고정시키고 토치 3개를 설치하여 토치사이의 
거리만 변수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거리는 100, 150, 

200mm로 하였으며, 토치의 거리에 따라서 선상가열시 토치사이
의 온도와 시편의 각변형량 그리고 토치간격에 따른 화염의 간섭
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토치의 거리가 비교적 좁은 경우에는 화염이 겹쳐져 토치와 
토치사이의 강판 온도차가 적으며, 이로인해 각변형량이 크게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토치의 거리가 비교적 넓은 경우에는 
토치사이의 강판온도차가 크게 나타나며, 각변형량은 토치의 거
리가 좁은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시 이면의 온도계측자료를 토대로 2차원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
였다. 실험과 해석의 이면온도의 최고점을 비교해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향후 실험자료와 열전달 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탄소성해석을 
수행하여 검증을 할 것이며 다양한 case study를 진행하여 자료
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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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고정식 파력발전기(OWC)의 최적화 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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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Numerical study of optimized shape of a coast-based oscillating water 
column wave energy converter 

Jinseong Kwon, Weon-Cheol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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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scillating Water Column(OWC) 진동수주, Wave Energy Converter 파력발전기, Chamber pressure 챔버 공기압,       
                Water Surface Elevation 수위 변위 

ABSTRACT: 해안 고정식 진동수주형(OWC) 파력발전 구조물의 스커트 흘수 및 해저 경사각 변화에 따른 챔버내 수면 변위와 이를 통

한 최대 에너지 추출 효율을 가지는 최적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2차원 수치 파동 수조기법을 이용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포텐셜 

유동 기반의 수치해석 결과에 유체 점성의 영향을 적용하기 위해, 완전 개방된 챔버 조건의 실험을 수행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점성 

감쇠 계수를 추정하여 수치계산에 적용하였다. 또한, 부분 개방된 챔버 실험을 통해 공기압으로 인한 파력 에너지 추출 계수를 산정하

여 그 값을 대입하였다. 계산 결과의 비교를 통해 스커트의 흘수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점성의 영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고, 챔

버내 공기압의 영향으로 수면 변위가 최대가 되는 공진주기가 장주기로 이동하며 그 값의 변화가 매우 완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파 에너지 추출로 인해 공진 주기에서의 최대 수면 변위는 완전 개방 챔버의 경우에 비해 30%가량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해양에너지는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는 주요 대체 에너지원의 하나로써 그 개발 가능성과 

파급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양에너지 중 특히 파력 에너지는 

광대한 에너지양을 보유하고 있기에 대체 자원으로써 큰 가치

를 가지고 있고, 파력 발전을 위한 여러 장치 중 진동수주형

(Oscillating Water Column, OWC) 방식의 파력 발전장치는 

기계적, 구조적 단순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모델

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안 고정식 진동 수주

형 파력 발전 구조물의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해 보다 정밀한 

해양공학적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고 그 계산 결과를 실험 결

과와 비교하여 수치 모델의 정확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파력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 챔버내의 파체 상호 작용

의 이해와 이에 따른 공진 주기의 변화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

석하고자 한다.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기는 공기 챔버내에 진입하는 입사파

의 자유표면 변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흐름을 공기유동식 터

빈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터빈은 웰스(Wells) 터빈이나 임펄스(Impluse) 터빈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터빈이 사용된다.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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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Masuda and Miyazaki (1979)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그 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실험 (Washio et al., 2000; 김상

호 외, 2009 등)과 수치 해석 모델 (Alves and Sarmento, 2005; 

Wang et al., 2002; Liu et al., 2002; 구원철 외, 2008 등)이 개

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완전 비선형 수치 파동 수조기법을 이

용한 해안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 구조물을 시간영역에

서 재현한 수치 모델(Koo and Kim, 2010)을 이용하여 구조물 

형상 변화에 따른 챔버내 수면 변화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험결과와 비교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수치 모델은 포텐샬 이론을 바탕으로 완

전 비선형 자유표면 경계식과 혼합 오일러-라그랑지안 (Mixed  

Eulerian-Lagrangian)법을 이용한 자유표면의 비선형 변위를 4

차항의 룬지-쿠타(Runge-Kutta fourth-order) 시간적분법으로 

계산하였다. 챔버내 공기압의 변화에 따른 파력 발전 모델을 

재현하기 위해, 챔버 공기압이 고려된 자유표면 경계조건을 적

용하였다. 이는 입사파로 인한 챔버내 자유표면의 변위를 매시

간 스텝마다 계산하여 이를 챔버와 공기 유동관(덕트)의 부피

비에 따라서 챔버내 압력계수를 계산하였다. 공기압과 덕트내 

공기 유속의 선형 관계는 Gato and Falcao(1998)에 의해 실험

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본 수치모델은 입사파가 챔버내로 진

입할 때 챔버 스커트(skirt)에서 발생하는 유체 점성에 의한 에

너지 손실을 구현하기 위해 챔버 자유표면 경계조건에 자유표

면 평균 수직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감쇠 계수를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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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 계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덕트에 의한 파 에너지 추출 효

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점성 감쇠 효과만을 고려하기 위해, 같

은 조건의 완전 개방된 챔버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 값을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계수화 하여 수치 모델에 적

용하였다. 또한, 챔버내 공기압 변화에 따른 파 에너지 추출을 

알아보기 위해 덕트가 존재하는 조건의 실험결과(Koo et al., 

2012)와 비교하여 파력 추출 효율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수치 해석 툴은 비점성 유체를 가정한 포텐셜 이론

의 수치 모델링에 점성으로 인한 파 에너지 손실을 정확하게 

고려함으로써, 각각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파력 에너지 추출 

효율 변화 등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파력 발전 구조물 형상 설

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조물 

형상 변수와 공기압 영향으로 인한 챔버내 수면 변위의 변화

와 공진 주기의 이동등 파 에너지 추출 효율 증대를 위한 파

체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 되었다.  

2. 수학적 정식화 

해안 고정식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기를 수치 모델로 재현하

기 위해 계산 유체 영역을 포텐셜 유동(비점성, 비압축성, 비회

전성 유체)으로 가정하고, 속도 포텐셜()을 도입하여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적용하여 라플라스(Laplace) 방정식(∇   )

을 계산 유체 영역의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라플라스 방

정식은 그린 함수를 통해 식 (1)과 같이 경계적분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 적분 방정식은 계산영역의 각 경계조건을 

대입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이산화된 각 경계면에서의 그린함수는 

   ln , 경계면에서의 Solid 

angle 는 0.5, 소스 ()와 필드() 노드점 사이의 거

리는 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Koo and Kim, 

2010)에서 자세하게 언급된 경계적분 방정식의 수치 계산 과정

과 챔버내 자유 표면 경계 조건, 그리고 점성 에너지 손실에 

대한 수치 모델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고정 구조물, 해저면, 그리고 계산 영역 오른쪽 끝에 위치한 

수직벽은 불투과성 경계조건(  )을 대입하였고, 입사

파 경계조건은 계산영역 왼쪽 경계면에 입사파 성분(wave 

profile)을 대입하여 진행파를 발생시켰다. 완전 비선형 자유표

면 경계조건은 시간영역 계산에서 자유 표면의 변위를 정확하

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혼합 오일러-라그랑지안법을 

도입하여 경계조건을 전체미분(   ∙∇ )하여 

수정된 운동학적 조건(kinematic)과 동역학적(dynamic)조건을 

아래의 식 (2)와 (3)에 나타내었다.

 



 




∇ ∇∙ 




         (2)

     








 ∇ ∙∇ →



 ∇       (3)   

여기서 는 자유표면 변위, 공기압 ()은 챔버 밖은 0 이

고 챔버 안은 덕트의 공기유속을 통해 계산된다.   는 자유 

표면 노드의 속도로써 본 연구에서는 노드점이 유체 입자속도

와 같다고 가정( ∇)하는 라그랑지안 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는 각 노드점들의 위치(x, z)를 나타낸다. 시간 영역에

서 비선형 자유표면 재현시, 수치적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장시

간 재현 하기 위해 재격자법(re-gridding)을 매 시간 스텝마다 

적용하였다. 

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파를 계산영역 내에서 효과적으

로 제거하고 안정된 입사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인공 감쇠 영

역(대략 입사파장의 2배)을 조파기 근처 자유 수면에 설치하여 

반사파만을 선별적으로 감쇠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조파를 위

해 실험 수조의 조파 시스템과 동일하게 일정 시간동안(약 2 

입사파주기) 램프함수를 사용하여 서서히 조파기 진폭을 높였

으며, 인공 감쇠영역의 시작점에서도 공간에 대한 램프함수를 

사용하여 약 2 입사파장 동안 감쇠계수의 크기를 서서히 증가

시켜 파의 반사를 최소화하였다. 자유표면에 Chebyshev 5점 

평탄화(smoothing scheme)법을 사용하여 비선형 자유표면과 

구조물 경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수치적 불안정성을 방지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 파동 수조의 보다 자세한 수치 

해석 기법들은 Koo and Kim (2004, 2010)을 참고할 수 있다.  

  

3. 진동수주 챔버의 모델링

챔버내 자유 표면의 변위로 인한 공기압은 Gato and 

Falcao(1998)의 실험 결과처럼 공기 유속에 선형적으로 비례한

다고 가정하여 매시간 스텝마다 챔버 부피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4)

                        

여기서 는 챔버와 덕트간 부피비 계수이고, 

   sin 는 공기 유속을 나타낸다. 공기유동은 덕

트가 너무 작지 않다는 가정하에 비압축 유동을 가정하였다. 

∆      ∆는 챔버 내 공기 부피의 시간변화량이며, 

는 덕트의 면적을 나타낸다. 챔버의 공기압력을 덕트내 유

속과 부피비(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덕트에 설치된 

공기터빈에 의한 에너지 추출을 의미한다. 

 공기터빈에 의한 파 에너지 추출과 더불어 입사파의 챔버 



진입시 점성에 의한 에너지손실을 고려하기 위해 챔버내 자유

수면에 적절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점성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은 챔버내 자유표면의 수직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

에, 급격한 수직속도가 발생하는 공진주기에서 큰 에너지손실

이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동의 압력 감소 (속

도에 제곱에 비례하는)로부터 Liang and Wang(1996)의 실험관

측과 같이 유속이 수주의 수직속도에 선형 비례한다는 가정하

에 운동학적 자유표면 경계조건(   )을 사용하여 

점성으로 인한 챔버내 압력감소는 아래식과 같다. 

   

  



                  (5)

여기서, 



과 

는 각각 점성 손실 계수와 자유표면의 공간 

평균 수직 속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점성 감쇠계수이다. 

챔버내 공기압과 점성 압력감소를 모두 포함한, 챔버내 자유

표면의 경계조건은 아래식과 같다. 

 




 


 ∇∙ 


  


  (6)

4. 계산결과 및 토의

고정식 진동 수주형 파력발전기의 전체적인 계산영역을 

Fig.1에서 도식화하였다. 여기서 d, B 와 s 는 각각 챔버 스커

트(skirt)의 흘수(draft)와 두께(thickness) 그리고 해저면 각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수치계산 결과의 비교와 검증을 위해 

Koo et al. (2012)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실험 

모델의 10배 확대한 수치 모델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

다. 

Fig. 1 Overview of computational domain for a coast-based 

OWC wave energy converter

본 수치 해석의 포텐셜 유동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점성

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을 구하기 위해, 완전 개방된 챔버 실험

을 하여 수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점성 감쇠 계수( )를 구

하였다. 또한, 구해진 점성 감쇠 계수를 수치 모델에 대입하고, 

부분 개방된 챔버 조건의 실험을 수행하여 공기압에 의한 챔

버내 에너지 추출 계수(로 나타냄)을 추정하였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the OWC model (unit: m)

Water depth (h) 3.5

Nozzle diameter (D) 0.3

Chamber gap (cw) 2

Skirt thickness (B) 0.375

Wave height (H) 0.1

Free board (fb) 0.5

Chamber top (ct) 0.1

Skirt draft (d) 0.8 1.65

End wall (vw) 2.84 2.5 2.1

Slope angle (s: degree) 10 15 20

 진동 수주형 발전 시스템의 각 형상 변수에 따른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로, 각각 2종류의 스커트 흘수(d)와 3가지의 슬

로프 각(s) 변화를 설정하였고, 여기에 챔버 노즐의 완전 개방

과 부분 개방(D=0.3m)의 경우를 고려하였다. 여기서 슬로프 

각(s)의 변화에 따라 구조물 끝단면의 길이(vw)는 자동으로 정

해진다.

4.1 점성 감쇠계수의 산정 

입사파의 챔버 진입 시 점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구하기 

위해 완전 개방된 챔버 조건의 수치 결과와 실험 결과를 Fig. 2에

서 비교 하였다. 스커트 흘수가 0.8 m로 비교적 작은 경우, 수치

해석에 점성 감쇠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즉, =0)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유체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챔버와 

입사파장의 비가 약 8 일 때 최대 수면변위가 나타나는 공진주기

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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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chamber elevation in case of open 

chamber condition for d=0.8m and s=15
0



스커트 흘수가 좀 더 큰 1.65m 이고 해저면 각이 15도일 때의 

경우를 Fig. 3에서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수치해석에 대입한 점성 감쇠 계수는 0.3이며 공진 주기에서 

약 15%정도의 점성 에너지 감쇠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2의 얕은 흘수 경우와 비교하여 유체와 구조물간의 접촉면이 

더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진 주기의 형성이 장

파 영역에서 형성 되었고 (≈ ), 최대 수면변위

( ≈)도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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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chamber elevation in case of open 

chamber condition for d=1.65m and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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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chamber elevation in case of partial-open 

chamber condition for d=0.8m and s=15
0

4.2 파 에너지 추출 계수 산정

앞 절에서 구한 점성 감쇠계수를 수치 모델에 적용하고, 같은 

조건에서 부분 개방된 챔버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공기압의 영향

에 의한 챔버내 파 에너지 추출 계수( )를 구하였다.  

Fig. 4는 점성에 의한 에너지 감소가 거의 없는 Fig. 2의 계산 

조건(  )에 부분 개방된 챔버의 실험값과 수치 결과의 비교를 

통해 챔버내의 파 에너지 추출 계수를 64로 정하였다. 이는 실제 

실험 모델의 챔버 대 노즐 면적비 (대략 141.5)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 5는 점성 감쇠계수가 0.3인 조건에서(Fig. 3과 동일 

조건) 부분 개방된 챔버 조건의 실험과 비교한 결과이다.

Fig. 4 와 Fig. 5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공기

압의 영향으로 인한 챔버내 수면 변위는 대체로 공진 주기가 장파 

영역으로 이동되었으며 (Fig. 2의 경우 ≈에서 14이후), 

공진주기에서의 최대 수면 변위가 완만하게 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Fig. 3과 Fig. 5의 비교를 통해 공진 주기에서의 최대값

이 약 30%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챔버내 파에너지 추출로 인한 

감소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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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안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최적화 

형상 연구를 위해 경계 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값

을 비교하여 수치모델에 점성 감쇠 계수와 에너지 추출 계수를 

적용하여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챔버내 수면 변위에 대한 공

기압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1) 파력 발전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 점성에 의한 에너지 감

소는 스커트 흘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기압의 영향으로 챔버내 수면 변위의 공진 주기는 장주

기로 이동하였고, 최대 수면 변위 값은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또

한, 최대 수면 변위는 공기압의 영향이 없을때와 비교하여 약 30%정

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챔버내 파 에너지 추출로 인한 감소분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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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요소법을 이용한 부유식 파력발전기(BBDB)의 운동 응답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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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경계 요소법을 기반으로 한 수치 파동 수조(Numerical Wave Tank)기법을 이용하여 BBDB형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유체동

역학적 계산을 시간 영역에서 수행하였고 수치 결과의 비교를 위해 주파수 영역의 결과에 비교 검증하였다. 입사파에 따른 파력 발전 

장치의 챔버내 자유표면 변위를 계산하였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구하였다. 또한 BBDB의 파랑중 운동 응답 함수(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계산하고 그 성분을 고찰하였다.

1. 서    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존 화석연료의 급속한 

고갈로 인해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환경오염 인자로써, 시급히 해결해

야할 문제가 되었다. 해양 에너지는 청정 대체 에너지원의 대

표적인 자원이며, 규모면이나, 잠재성면에서 반드시 개발되어

야 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지만, 아직까지 기술 개발의 어려

움 등으로 실용적이며 경제적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

고 있다. 특히 파력에너지는 해양 에너지 중 가장 거대한 규모

의 에너지원이지만, 해양파의 불규칙성과 불연속성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파력발전 장치 중 진동수주형

(Oscillating water column) 발전 방식은 챔버의 공기 유동을 

이용하는 간접 발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시스템이 수면

위에 위치하여 보수 및 운용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파

도를 직접 이용하는 직접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 추출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부유식 구조물 

형태인 Backward Bent Duct Buoy (BBDB)의 수치 모델링을 

통해 BBDB의 파랑중 운동 응답을 해석하고 각 조건에 따른 

교신저자 구원철: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052-259-2767 wckoo@ulsan.ac.kr   

BBDB의 운동성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BBDB는 Masuda(1986)

가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 제

안한 것으로 고정식에 비해 넓은 공진 주기를 가지고 있어 다

양한 입사파를 이용한 파력발전에 용이하고, 뒤쪽 덕트로 인한 

역 표류력, 즉 파랑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여 

계류 관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cCormick and Sheehan, 1992; Masuda et al., 1993). 이와 

관련하여 BBDB의 파랑중 운동 응답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Imai et al., 2009; Nagata et al., 2008)와 주파수 영역에서 수

치 해석을 통한 운동(Nagata et al., 2009; Kim et al., 2006)과 

표류력 계산(Hong et al., 2004)등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2차원 수치 파동 수조(Numerical 

wave tank)기법을 이용하여 BBDB형 진동수주 파력 발전 장치

를 시간 영역에서 재현하였다 (Lee et al., 2012). 계산에 사용

된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은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완전 비선

형 자유 표면 경계조건과 혼합 오일러-라그랑지안법(Mixed 

Eulerian-Lagrangian)을 이용한 자유표면의 비선형 변위를 4차

항의 룬지-쿠타 (Runge-Kutta fourth-order) 시간 적분법으로 

계산하였다.  

챔버내 자유수면 변위의 크기는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 효

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운동 특성은 BBDB 계류와 밀접

한 관련이 있고, 챔버내 자유수면의 변화에 영향을 줘 에너지 

추출 효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계 요소법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 계산 결과

와 비교하였다. 파랑에 의한 BBDB의 운동 응답과 자유수면 변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화을 파악하기 위해 완전 개방된 챔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챔버 공기압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2.1 경계적분방정식(Boundary Integral Equation)

BBDB의 파랑중 운동응답을 해석하기 위하여 계산 영역내

의 유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인 포텐셜 유동을 가정

하고, 계산 영역 내에서 연속방정식을 만족하므로 지배방정식

은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이 된다(∇     ). 이

를 계산 영역 경계면의 조건을 대입하여 풀기 위해 그린 함수

(Green function)를 사용하여 라플라스 방정식을 경계적분 방

정식으로 변환하여 식 (1)와 같이 나타내었다.

 

 



∂

∂
 
∂

∂
                   (1)

여기서,     ln , 는 경계면에서는 

0.5가 되며, R은 각 소스(Source)점과 필드(Field) 점 사이의 거

리이다.

계산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각 경계면의 경계조건들에는 완

전 비선형 자유표면 경계조건인 동역학적(Dynamic)조건과 운

동학적(Kinematic) 경계조건이 있고 아래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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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자유표면의 변위, g 는 중력가속도, 는 유체밀

도, 는 자유표면의 대기압으로 0으로 가정하며, 개방된 챔

버내 자유표면에도 동일한 값이 적용된다. 자유표면의 선형 경

계 조건은 식(2)의 오른쪽 두 번째 항과 식(3)의 오른쪽 첫 번

째 항을 제외한 조건을 의미한다. 해저면(Sea Bottom)과 계산 

영역의 좌우측 수직 경계면에는 불 투과성 경계조건을 적용하

였다 (∂∂    ). 또한, 부유체의 경계 조건은 부체 주

변 유체 입자 속도와 선체속도가 같다는 가정 하에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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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VB는 부유체의 속도, 는 법선 벡터를 의미한다. 

2.2 수치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해석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개발

된 2차원 수치 파동 수조(Koo and Kim, 2004)기법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사항만을 언

급하고자 한다. 비선형 자유 표면의 재현을 위해 혼합 오일러-

라그랑지안 법을 사용하였고, 시간영역 해를 구하기 위해 룬지

-쿠타 4차항법을 사용하여 자유표면의 경계조건을 시간 적분하

였다. 입사파는 일정 시간(대략 2 파주기) 동안 파고를 점진적

으로 증가시켜 입사파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시간 램프

(Ramp)함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입사파에 대한 수면 돌출형 

구조물의 반사파와 투과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계산 

영역 양끝단 자유표면 경계면에 인위적 파 감쇠영역(Artificial 

damping zone)을 두었다. 이는 오른쪽 경계면 끝에서는 투과

파가 모두 흡수되고 왼쪽 입사파 경계면에서는 구조물의 반사

파가 입사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3 선체의 외력 계산

파랑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구조물의 구조적 안

정성과 운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구조물의 병렬 계류 시 

적절한 계류삭의 적용을 통한 운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예측되어야 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하

기 위해 Bernoulli's equation 을 사용하였으며, 선형식 계산은 

식 (5)의 오른쪽 세 번째 항인 비선형 항을 제외한 식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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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식을 통해 구한 압력을 식 (6)을 이용하여 구조물 표면

에 대한 적분을 통해 매시간 변화하는 파랑외력을 구할 수 있

다.

 





여기서,    로 구조물 표면의 단위 법선벡터를 

의미한다.

3. 계산 결과 및 토의

부유식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 장치인 BBDB의 수치 계산

을 위한 전체적인 계산 영역을 Fig. 1에서 도식화 하였다. 여기

서 d와 L은 각각 BBDB의 흘수와 전체 길이를 나타낸다. 또한, 

계산에 사용된 구조물의 크기와 제원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매시간 움직이는 자유표면의 변위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적절

한 노드(node) 수와 계산 시간 간격을 위해 해의 수렴성을 조사

하여, 입사파의 단위 파장당 자유표면의 노드수는 20개로 하였고, 

시간 간격은 입사파 주기의 128분의 일 (T/128)로 하여 계산하였

다. 계산에 사용된 입사파 진폭(Ai)은 0.01 m 로 하였다.



Item Size

Length(L)[m] 0.35

Draft(d)[m] 0.16

Chamber gap[m] 0.08

Water depth(h)[m] 0.4

Fig. 1 Overview of the computational domain for BBDB 

       simulation (Open chamber case)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computation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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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chamber elevations with two different 

numerical methods, where Ai denotes incident wave 

amplitude (Ai=0.01m)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 장치의 챔버내 자유표면 변위는 발

전 장치의 효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Fig. 2는 각 입사파장에 대한 BBDB의 챔버내 자유표면 변위를 

시간 영역 계산과 주파수 영역 계산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챔버 내부의 자유표면 변위는 두 번의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BBDB의 형상이 전

체적으로는 사각 형태의 구조물이면서 내부에 챔버가 존재하

는 두가지 구조물의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공진주기 (≈  )는 사각 부유 구조

물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공진주기 (≈  )는 챔버 폭

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BBDB의 적절한 운동 응

답 특성을 조정함으로써 챔버내 자유표면의 최대 변위를 이용

하여, 기존의 고정식 장치보다 발전 효율이 좋은 BBDB 형상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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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force for two differ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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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Motion RAOs of two methods. 

 

Figure 3 은 부유체의 파랑 산란 문제(Diffraction 

problem)을 계산하여 BBDB의 수평력, 수직력 및 모멘트를 시

간 영역과 주파수영역으로 계산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파랑 



외력을 구하기 위해 BBDB의 경계조건 식(4)의 VB를 0으로 하

여 BBDB의 운동을 고정하였다. 각 방향의 외력은 대체적으로 

λ/L= 6.0~7.0사이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공진 주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계산 방법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잘 일치

하는 것을 통해 시간영역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수평

력, 수직력, 모멘트는 각각 Fx/(ρgLA), Fz/(ρgLA),  M/(ρ

gAL
2) 로 무차원화 하였다. 

Figure 4에서 파랑에 대한 BBDB의 운동응답을 추정하기 

위해 전후(Surge), 상하(heave) 및 회전 운동(Pitch)의 RAO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수치 계산 방법의 결과들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Fig. 2의 챔버내 수면 변위 비교 결과에서와 

같이 각 운동 성분에 공진 현상이 두 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진 주기가 대체로 λ/L = 4.0~5.0 와 8.5~9.5 에 존재함

으로 Fig. 2의 공진 주기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BBDB의 운동 

응답과 챔버내 수면 변위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두 공진주기에서의 자유수면 변위(Fig. 2)와  

운동 응답(Fig. 4)의 비교를 통해, 운동 응답이 최대가 되는 장

주기(λ/L~8.5)에서의 챔버내 수면 변위가 오히려 단주기(λ/L~ 

8.5)에서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너무 급격한 운동응

답이 오히려 챔버내 수면 변위의 증가에 방해를 준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5. 결    론   

2차원 수치 파동 수조 기법을 이용하여 부유식 BBDB형 파력 

발전장치를 수치적으로 재현하고 각 파랑에 대한 BBDB의 운동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BBDB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파랑 운

동 응답을 조사하기 위해 완전 개방된 챔버 조건의 계산을 수행

하였고,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주파수 영

역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BBDB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챔

버내 수면 변위와 운동 응답은 각각 두 개의 공진 주기 영역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이를 통해 적절한 운동 응답 특성

을 조정함으로써 챔버내 자유표면의 최대 변위를 이용하여, 기

존의 고정식 장치보다 발전 효율이 좋은 BBDB 형상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확장하여 차후 부유식 BBDB의 파력 에너지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된 부유체 형상 설계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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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파 흡수식 Flap Type 조파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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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Flap Type Wave Generating System
to Absorb Reflective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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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Wave maker 조파기, Absorb reflective waves 반사파 흡수, Flap Type Paddle 조파판, Wave gage 파고계, 

ABSTRACT : Generating waves and absorbing waves in the experimental research remain important for the good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and ships. This paper proposes development of a flap type wave generating system to absorb waves and reflective waves. It 
aimed at absorbing waves by paddle’s force feedback using PID control. This wave generating system was installed in 2-D tank, 
University of Ulsan and generates regular waves while absorbing reflective waves. Generated waves have a quite good agreement with 
both wave height and wave frequency as an input. In case of absorbing waves, good performances have been confirmed.

1. 서    론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실험적 연구에 있어서 파랑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고, 이와 같은 연구에 필요한 시험시설 중 

하나인 수조와 조파기는 여러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서 보유하

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종현 외, 2004)

하지만 길이가 유한한 수조에서 행하여지는 수조 시험의 특성

상 조파기에서 발생한 파랑이 수조의 끝 또는 모형구조물에 반

사되어 돌아오는 재반사파 영향으로 실험 수행시 목적 파랑을 

수조내에 장시간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

내외 여러 연구소 및 대학에서 여러 타입의 조파기와 소파시스

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서경덕 외 1994, 전인식 외 

1993, Milgram 1965)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실험실에서 현재 보유중인 2차원 

조파수조에서는 조파기에서 발생한 파랑을 수조 끝에 설치된 

Wave absorber로는 재반사파를 완전히 소파시킬수가 없다. 이

러한 반사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에는 반사파가 조파판에

서 재반사되기 전까지만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파기 최

초 구동시에는 일반적으로 파랑이 불안정 하며 재반사파 발생 

이전의 시간 중에서도 실제로 재반사파가 도달하기 전에 목적현

상을 재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자료 

분석시 측정구간을 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보완

하고자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해양공학광폭수조 실험실에

김동주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대학로93 울산대학교

052-259-2692  dongjukim@ulsan.ac.kr

서 반사파 흡수식 Flap Type 조파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은 수위에 따라 조파판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Force transducer와 조파판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생기는 연

결부 힌지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평형을 맞추기 위한 Coil

spring 과 Timing Belt & Pulley System을 사용하여 조파를 구현

할 서보 모터의 초기 부하를 없앴고, 파랑 생성은 기존 2차원 조

파수조에서 사용하는 조파기 구동 방식인 일방적인 위치 제어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조파판에 작용하는 압력의 피드백을 받

아 PID 컨트롤을 통해 모터를 제어하여 regular wave을 생성하

였다.(Edinburgh 1996, Wiegel 1981) 실험은 Force feedback 

Type의 조파기를 제작하여 regular wave 을 생성하였으며 파고

계를 사용하여 파고를 측정하였다. 조파기에 의해 목적 파랑인 

regular wave를 생성하여 목적하는 파고와 주기의 파랑을 생성

할 수 있었고 재반사파를 흡수할 수 있었다. 

2. 조파시스템 개발 

2.1 조파시스템 구성

본 반사파 흡수식 조파시스템 개발 구성에 관해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시스템은 한국 National Instruments사의 Real Time 

Embedded 분산제어 시스템인 CompactRIO를 사용하였다. 아날

로그 출력 모듈을 이용하여 DC SERVO모터에 목적 파랑의 시그

널을 생성시키고 조파판에 작용하는 압력을  Force transducer

로 감지하여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통해 입력 받아 DC SERVO

모터를 제어할 수 있게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에 Force fededback을 할 수 있는 PID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하였고 Embedded Controller에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NI LabVIEW Development System로 개발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wave system

2.2 조파기 제작

개발할 Flap type 조파기는 Fig. 2에 나타내고 있다. Force 

feedback을 받기 위해서 Coil spring 과 Timing Belt & Pulley 

System으로 설계하여 조파판에 미치는 물의 압력을 상쇄시켜 

조파판의 힌지부위에 받는 모멘트를 0으로 만들어 파랑 생성시

에만 DC SERVO모터에 부하가 걸릴수 있도록 하여 조파와 소파 

그리고 재반사파를 흡수 하면서 목적 파랑을 구현할 수 있게 설

계하였다 . 조파기의 재원은 Table 1과 같다.

Fig. 2 Wave maker (Edinburgh Designs Ltd. 1996)

 Type Flap type

 Drivering angle range(deg.) 0 ~ ±20

 Force Transducer (N) 0 ~ ±100(waterproof)

 Timing Belt & Pulley 1 : 2 : 1.5

 Moving range(mm) approx. 500

 Coil Spring Pre-tension Type

 Wave maker Size (m) approx. (h)0.4×(w)0.4×(l)0.3

 Weight (kg) approx. 40

Table 1 Wave maker specifications.

Fig. 3 Force feedback wave generating system algorithm

2.3 구동 프로그램 개발

Wave Generating System을 구동할 소프트웨어는 National 

Instruments LabVIEW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가 갖추어

진 조파구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orce feedback wave 

generating system algorithm은 Fig. 3과 같다. 상기 프로그램은 목

적하는 파고와 주기를 입력받아 regular wave 생성 함수에서 신

호를 생성하여 FPGA로 전달하고 Force transducer feedback을 

받아 DC servo 모터로 출력하여 조파판을 움직여 regular wave

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신호 생성만으로 모터는 움직이지 않고 

Force transducer feedback을 받아야 DC servo모터를 구동 시켜 

regular wave를 생성시킬 수 있다. 

Fig. 4 Wave generating Program

Fig. 5 Wave generating program sorce



Force transducer feedback을 받아 PID gain 값을 찾기 위해서 

조파판의 stroke, 스프링 상수 및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험적 경험을 통해 gain값을 찾았다. 그리

고 실험기구를 제작하여 실험시 항상 발생하는 오류 요인인 기

구적 노이즈와 전기적 노이즈에 의해 Force transducer 

feedback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owpass filter와 

highpass filter를 사용하여 실험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일 수 

있었다. Wave Generating System의 프로그램은 Fig. 4 와 Fig. 5

에 나타내었고 생성된 regular wave의 파고를 측정하기 위해 용

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였고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3. 실험내용

본 실험은 Flap type 반사파 흡수식 조파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실험의 주요 목적은 길이가 유한한 수조 특성상 

발생되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는데 있다. 실험은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해양광폭수조실험실에 있는 2차원 조파수조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2차원 조파수조는 길이 35m, 폭 0.5m, 

높이 0.6m, 수심 0.4m 수조로 측면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어느 방향에서나 생성된 파형 관측이 가능한 수조 실험시설이

다. 실험은 wave maker 단면에서 부터 4m, 8m 12m, 16m 떨

어진 4개 지점에 파고계를 설치하고 반사파의 영향을 고려하

여 regular wave를 200초 동안 발생시켜 용량식 파고계로 파

고를 한국 National Instruments CompactDAQ 9215 아날로그 

입력모듈(±10V, 16bit)을 이용하여 초당 100개의 데이터를 측

정하였고, 또한 주기와 파고에 따른 파랑의 특성을 알기 위하

여 Servo 모터의 주파수를 1Hz에서부터 2.5Hz까지 증가시키면

서 그에 따른 Amplitude를 0.5에서 2.5까지 0.5씩 증가시키면서 

실험하였다. 

4. 시험 결과 및 해석

본 개발의 목적은 Flap type 반사파 흡수식 조파시스템을 만

들어 2차원 조파수조에서 반사파 영향없이 regular wave를 생성

시키는데 있다. 위에서 실험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주기에 따른 

최대 파고 높이를 Fig. 6과 같이 알 수 있었으며 주기 1.5Hz일 

때 제일 높은 파고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주기가 증가하

거나 감소할 때에는 생성할 수 있는 최대파고가 줄어들었다. 

Fig. 7에서부터 Fig. 14까지는 각 주기별 최대파고와 최소파고

를 나타내었다. 데이터는 전체 측정 200초 구간중 데이터가 없

는 초기 50초 까지 잘라내고 50초부터 200초까지 파고와 그때의 

파장을 배열로 만들어 크기순으로 정열하여 파고계 위치별 전체 

평균, 1/3 평균, 1/10 평균, 최고 값을 나타내었다. Fig. 7에서부

터 Fig. 14까지 결과를 보면 ch1 에서 ch4 거리가 멀어지면서 측

벽의 마찰 효과로 인해 파고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반사파 영향

을 고려해서 200초 동안 파랑을 생성시에도 반사파 영향 없이 

목적하는 파랑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Wavemaking Parameters

Fig. 7 Period 1.0Hz, Amplitude 0.5, Water depth 0.4m

Fig. 8 Period 1.0Hz, Amplitude 1.5, Water depth 0.4m



Fig. 9 Period 1.5Hz, Amplitude 0.5, Water depth 0.4m

Fig. 10 Period 1.5Hz, Amplitude 2.5, Water depth 0.4m

Fig. 11 Period 2.0Hz, Amplitude 0.5, Water depth 0.4m

Fig. 12 Period 2.0Hz, Amplitude 2.5, Water depth 0.4m

Fig. 13 Period 2.5Hz, Amplitude 0.5, Water depth 0.4m

Fig. 14 Period 2.5Hz, Amplitude 2.0, Water depth 0.4m



5. 결    론

파랑을 이용하는 수조실험 결과의 정확도는 목적한 파랑을 얼

마나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본 논문에서는 

Real Time Embedded 분산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파판에 

부착된 Force transducer에 의해 감지되는 시그널을 피드백 받

아 서보모터를 작동시켜 반사파를 흡수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

여 2차원 조파수조에서 실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Force 피드백 Flap type의 조파기가 목적 파랑 생성 시 재반

사파 흡수에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실험 결과 0.7Hz 이하 대역의 낮은 주기 영역과 2.5Hz이상의 

높은 주기 영역의 파랑을 생성하지 못했는데 조파판의 힌지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상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코일스프링의 특

성에 따라 파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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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W급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 모듈의 계류 안정성 평가

조철희* ․ 노유호* ․ 박노식** ․ 홍성준*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Mooring stability analysis of 1.2MW floating tidal current 
power module

Chul-Hee Jo*, Yu-Ho Rho*, Ro-Sik Park** and Seong-Jun Hong*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Major,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KEY WORDS: Floating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module 부유식 조류발전 모듈, Mooring tension 계류삭 장력, Hydro dynamic 유
체동역학, Semi-submersible platform 반잠수식 플랫폼

ABSTRACT: To apply a tidal current power in deep water region, a floating module mounted with the turbine together with control 
system is one of the feasible options. This is because that the cost of conventional pile fixed structure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increases sharply with the water depth. To stabilize the module in high speed current region, it is critical to design the appropriate 
mooring system together with the module dynamic behavior. The conceptu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confirm the stability of a 
mooring system for a 1.2 MW floating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module. The semi submersible module configuration has been 
adopted to maximize the dynamic stability w.r.t. strong current.  The 4 point chain mooring concept is applied in the study. The 
ANSYS AQWA software is used to analysis the mooring tension and excursion of the module under the external forces generated by 
wind, wave, and current.

1. 서    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체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

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러 대체에너지원 중 국내의 해양에

너지는 잠재량이 매우 높다. 여러 해양에너지 중에서 빠른 흐름

을 이용하는 조류발전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적용하기에 적합하

며 해양환경을 보존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조류발전 시스템은 조류의 운동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

시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최근의 조류발전 시스템은 1MW 급 

이상의 발전 시설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조류발전기의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부품인 로터는 직경 

18m 까지 설계되어 설치되었다. 이러한 조류 발전 시스템의 대

형화로 인해 조류발전 지지구조물의 실용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Jo et al., 2011) 국내외에서는 보다 수심이 깊은 해

역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부유식 구조물을 이용하

고 있다. 대수심 해양환경에서 부유식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계류 시스템이 적용 될 수 있고, 주어진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노유호, 2002)  

홍성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인하대학교

032-860-7342  hseongjun@inha.edu

본 연구에서는 인천 조류발전단지 후보지의 해양환경을 고려

하여 1.2MW급 부유식 조류발전 모듈을 설계하고, hydro 

dynamic해석을 통한 계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 해석 환경

계류 안정성 해석을 위한 대상해역은 인천지역의 소야도와 

소이작도 구간으로 한다. 이 지역은 문헌 조사 결과 연간 최대

유속이 약 3.5m/s 이며, 조류발전 단지에 요구되는 면적 확보

가 가능하다. 조류발전 단지는 이 지역의 항로, 어초지역, 어로

지역, 개발지역등을 배제하여 결정한다. 인천 조류발전 단지에

서 생산되는 전기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인근 영흥화력발전소

로 계통연계가 계획되어 있다. 

2004~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덕적도 인근해상에

는 일반적으로 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철 파고는 높고 여름철

은 낮으며, 분석 기간 동안의 최대파고는 0.3∼1.7m, 유의파고

는 0.2∼0.9m이고 유의파고 주기는 4∼6 sec 의 대부분 주기

가 짧은 경향을 보였다. 각 해양환경의 데이터를 Table 1에 

기술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Wave Data

 ( )  ( )  ( )

0.9 1.7 4

Wind data Current data

Speed 
( )

Direction
Speed 
( )

Direction

20 - 3.2 -

Table 1 Environmental conditions

3. 개념설계

3.1 구조물 형태 결정

부유식 조류발전 모듈 형태 결정을 위해 회류수조에서 축소모

델 실험을 수행하였다. 바지형 폰툰과 반잠수식 폰툰의 모델을 

제작하여 조류발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평가

하였다. (Fig. 1) 바지형태의 모듈에서는 수면 아래에 위치한 

터빈에 발생하는 항력에 의해 전체 구조물에 모멘트를 발생시켜 

선수 방향 트림이 발생하였고 모듈 표면 근처에서 유동이 교란

되어 터빈효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잠수식 폰툰 모듈은 쌍동형 부유체로 수면에서 조류에 의한  

유동교란으로 터빈효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감소되었고, 폰툰 내

부에 선수 선미 방향으로 총 4개의 밸러스트 격벽을 설치해 피

치운동을 제어하여 선수 트림현상을 최소화하였고 이는 모듈 내 

밸러스트 격벽으로 물의 유입 및 배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

행을 제어할 수 있다.

Fig. 1 Barge and semi-submersible floating modules

3.2 계류방식 결정

계류식 조류발전 시스템은 다점 tension spread 계류방식이 

적용되었다. 다점 계류 시스템은 크게 catenary 계류와 taut 계

류으로 나눌 수 있다. Catenary 계류의 경우 수평하중이 계류삭

의 인장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갖는 것에 반해 taut 계류방식은 

수평하중뿐만 아니라 수직하중 또한 인장력에 큰 영향을 미친

다. 이로 인해 taut 계류의 경우 계류삭의 인장력이 높고 피로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조류발전 시스템의 경우 모듈

의 흔들림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듈의 거동을 최

대한 줄일 수 있는  taut 계류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모듈

은 4 point semi-taut 계류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3.3 모듈 설계

조류발전 모듈 설계는 ANSYS DM으로 설계하였고, 상용 유

체운동해석 프로그램인 ANSYS AQWA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2) 모듈 설계 시 실해역 목표출력 1.2MW 를 위

해 조류속도 2.8m/w, 파랑 2.5m, 풍속 20m/s로 가정하였고, 설

치수심은 50m로 설계하였다. 조류발전 터빈 직경은 18m로 가

정하였다. 설계 흘수는 유체정역학적 계산을 통하여 시행착오법

으로 결정되었다. Table 2에 모듈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모델링 

후 CATIA V5R19를 이용하여 모듈질량 및 부력을 계산하였으

며,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부유체를 지지하는 계류삭의 

길이 및 강성 등을 시행착오법으로 결정하였다. (전상익, 2012) 

계류삭의 유형은 선형으로 구현하였고, 계류삭의 재료는 체인으

로 하였다. 계류삭의 모델링을 Fig. 3에 나타내었고 Table 4에 

계류삭 제원을 나타내었다. 

Module specification

Rated power 1.2 

Draft(full loading) 5.5 

Rotor diameter 18 

Hub diameter 2 

Pile length 20 

Length 100 

Breadth 52 

Depth 10 

Table 2 Module specification

Module weight calculation

Hull mass 4795 ton

Nacelle 135 ton

Substructure 150 ton

Ballast 8260 ton

Total module 13500 ton

Inertia( ) 3.81E9 · 

Inertia() 8.31E9 · 

Inertia( ) 1.19E10 · 

Table 3 Module weight calculation

Fig. 2 Module modeling



Fig. 3 4 Point semi-taut mooring concept

Mooring line specification

Diameter 0.066 

Mass 95 

Length 412 

Stiffness 140000 

Equivalent cross section 0.012 

Maximum tension 3761200 

Table 4 Mooring line specification

4. 해석 및 결과

4.1 해석케이스

상용코드인 ANSYS AQWA V.13을 이용하여 모듈의 hydro 

dynamic해석을 수행하였고 full ballast 조건을 적용하였다. 

PMAS(Point Mass and Inertia)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질량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모듈 상부 및 하부는 모델링은 생략하였다.  

낙조류와 창조류를 고려하여 –180°, 0°에서 입사하는 파에서 각

각 30°와 45°간격에서 입사하는 파를 해석하였다. 바람의 방향

과 해류의 방향은 파도의 방향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이민

성, 2012)  

파랑은 Pierson-Moskowitz 스펙트럼을 사용하였고 바람는 

기준 높이 10m, NPD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해류속도 프로파

일은 수심을 4구간으로 나누어서 수면에서 최고 속도가 나타나

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속도가 줄어드는 분포조건을 부여하였

다. Figs. 4~6은 각 해석 케이스의 각도별 파 주기에 따른 

heave, roll, yaw의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Fig. 4 Heave RAO

Fig. 5 Roll RAO

Fig. 6 Yaw RAO

4.2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hydrodynamic time response 모듈을 사용하

여 총 관측시간 2000초에서 0.1초 간격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s. 7~9에서는 시간영역에 따른 모듈의 heave, roll, pitch 모션

을 나타내었다. 1160초에서 파랑과 바람, 해류의 중첩 효과로 인

해 heave, roll, pitch의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Roll과 pitch시의 안전각도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허용범위를 15°로 설정하였다.(Wang et al.,  2010) 해석결과 

roll 운동의 최대값이 0.15°, pitch 운동이 0.09°로 설계 요구사

항인 15°이내를 만족함으로써 발전시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

다. 

계류삭 해석 결과 계류삭의 인장력에 가장 지배적인 환경조건

은 입사각 45°에서 발생되었다. 입사각  45°에 대해 Fig. 10은 

시간영역에 따른 계류삭 인장력을 나타내었다. 계류삭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ABS규정(ABS, 1998)을 참고 하였으며, 비 손상 

상태에서 정적 안전계수는 2, 동적 안전계수는 1.67 이상을 만

족해야 한다. Table 5에 계류삭의 각 입사각별 최소인장력, 최

대인장력, 안전계수를 나타냈고 안정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였

다.

Fig. 7 45°Direction module heave motion over time



Fig. 8 45°Direction module roll motion over time

Fig. 9 45°Direction module pitch motion over time

Fig. 10 45°Direction mooring tension over time

Analysis Direction
Minimum 

Tension(N)

Maximum

Tension(N)
S.F Stability

Full

Ballast

  0° 1451570.75 1462289.37 2.572 Stable

  30° 1452321.13 1461374 2.574 Stable

  45° 1445029.63 1468432.13 2.561 Stable

  135° 1449607.5 1463999.38 2.57 Stable

  150° 1452355.5 1460955.25 2.574 Stable

  180° 1449821.38 1463866.13 2.57 Stable

  210° 1452205.63 1461208.5 2.574 Stable

  225° 1449933.5 1463678.5 2.569 Stable

  315° 1445728 1468463.63 2.56 Stable

  330° 1452189.88 1461610.5 2.573 Stable

Table 5 Result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 모듈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고 다점 계류 부유식 조류발전 모듈의 계류해석을 수

행하였다. 부유식 모듈은 터빈의 고효율 확보를 위해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계류된 조류발전 시스템 모듈의 파

도, 바람, 해류등 외력에 대한 hydro dynamic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RAO와 이에 대한 모듈의 운동응답을 수행하였다. 파

랑의 입사각에 따라 모듈의 동적 운동을 해석하였으며, 계류삭

과 수평한 방향으로 파랑, 바람, 해류에 의한 하중을 입력하였

을 때 가장 큰 인장력이 발생하였다. 부유 모듈의 계류안정성 

해석 시 최대 인장력을 발생시키는 환경 하중에서의 동적해석

이 매우 중요하다. 

후    기 

본 과제(결과물)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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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파와 Boussinesq 비선형 파가 부유체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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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n the Comparison of Wave Loads on Floating Body
Due to Linear and Boussinesq's Nonlinear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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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oussinesq equation Boussinesq 방정식, Shallow water wave 천수파, Floating body 부유체, Wave load 파랑 하중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nonlinear effect of the wave loads on floating body located around coastal area. Boussinesq equation
is adopted to simulate shallow water wave. In the computation, the water depth is restricted to around the draft of floating body. The bottoms
are considered as a flat and a sloped bottoms to see the effects of shallow water depth and varying bottom, respectively. In the numerical result,
significant nonlinear effects are not observed even at a higher wave height. Although apparent nonlinear effect could be found in shallower
depths, those are not suitable for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f floating body. Therefore, linear approach could be a reasonable and practical
choice to evaluate the seakeeping performance of floating body located in coastal area.

1. 서    론

최근 육상 시설을 대체하여, 천연가스 수송과 저장을 위한 부

유식 구조물이 연안 해역에 설치되고 있다. 연안 해역은 수심이 

낮으면서 지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양파의 전파 특성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유체력이 부유체 운동 해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수심이 낮은 천수 해역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파의 비선

형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Boussinesq 방정식은 천

수역 파의 비선형 특성 해석을 위한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

다. 다만 이 방정식은 연직 방향 속도 성분을 다항식으로 가정

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의 연구 동향은 Boussinesq 방정식의 적용 범위를 더 깊은 수심

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gnon et al., 1999;

Madsen et al, 2002; Madsen et al, 2006).

천수파의 비선형성은 수심이 얕을수록, 그리고 파고가 커질수

록 커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비선

형성이 크게 나타나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부유식 구

조물의 운동해석에서도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비선형 파랑 하중

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 생

산되는 천연가스 저장소 및 운반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흘수가  

10미터 이상 된다. 따라서 부유체 구조물이 

교신저자 김용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1543 yhwankim@snu.ac.kr

설치되는 천수역에서 비선형 파랑 하중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체가 설치

될 깊이에서 파의 비선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근래에 연구 중인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Madsen et al, 2006).

수심 및 지형 변화에 따른 파의 형상을 계산하여, 부유체가 놓

일 수 있는 수심에서 비선형 특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파랑 하

중 해석을 위해서 액화 천연 가스 운반선과 얕은 흘수를 가진 

가상의 바지(barge)선의 두 부유체를 고려하였고, 비선형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심과 변화하는 지형에서 입사파에 따른 

Froude-Krylov 힘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여 비선형 

해석이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배경 이론

2.1 Boussinesq 방정식

Boussinesq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자유표면의 3차원 유동을 

2차원 평면에의 값( )으로 한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분 연산

자는 식 (2)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만 제한된다. 이를 이용하면 

자유 표면의 비선형 경계조건은 식 (3)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바닥 경계면에서는 식 (5)와 같이 비침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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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를 의미하며,  와 는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속도

이다. 는 중력 가속도, 는 각 위치에서의 깊이를 나타낸다.

Boussinesq 방정식의 유도 과정은 Madsen et al. (2006)의 과

정을 따랐으며, 여기서는 핵심적인 결과들만 정리하였다.

Boussinesq 방정식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최종 결과로

서, 임의 위치를 기반으로 수평,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은 식 (6)과 

(7)처럼 나타낼 수 있다.

과 는 실제 물리적인 속도 성분이 

아니라 임의 위치에서의 정의되는 수평, 수직 방향의 의사 

(pseudo) 속도 성분이다.

 




(6)

  

 


(7)

위 식에서 나타나는 와 는 미분 연산자들로서, 식 (8)과 (9)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연산자들()

은 최대 5차의 편미분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식은 

임의의 연직 방향 위치( )에 대한 최대 2차의 미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의 2차에 해당하는 정확도로, 변화하는 수심

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 ∇  ∇ (8)

   ∇ ∇  ∇ (9)

방정식을 풀어서 속도를 구하게 되면, 식 (10)의 베르누이 방

정식을 이용하여 파에 인한 압력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Boussinesq 방정식이 속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 퍼텐

셜()의 시간 미분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는 Bingham (2000)이 사용한 가정을 이용하여, 식 (11)과 같이 

동역학적 자유표면 경계 조건으로부터 값을 근사시켰다.






 


   (10)




≃ cosh
cosh  

 (11)

2.2 수치 기법

여기서 이용하는 Boussinesq 방정식은 최대 5차의 편미분을 

포함한 방정식이다. 이를 풀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직교 좌표

계에서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한 점에서의 5차 미

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점을 포함시킨 주변 25개에서의 값을 

사용하였다. 경계에서는 속도 성분과 방향에 따라 Dirichlet 및 

Neumann 형태의 경계 조건을 주었다.

Fig. 1 Evaluation points used in finite difference scheme for 5th

order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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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건 그리고 매 시간 전개 과정에서 자유 표면에서의 속

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식 (6)을 자유 표면에 적용하면 두 개

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식 (5)의 바닥 경계 조건에서

부터 수평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 속도 간의 관계를 구할 수 있

다. 따라서 식 (12)와 같이 세 변수  ,

 그리고 에 대한 행

렬식을 얻을 수 있다. 식 (12)의 왼쪽 행렬은 정확한 자유표면 

위치에서 정의되므로, 시간 전개 과정에서 매번 그 값이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계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Gauss-Seidel 반복법을 이용하여 계산 시간을 줄이도록 하였다.

방정식을 풀면, 식 (7)을 통해 자유 표면에서의 연직 방향 속

도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식 (3)에 대입하면 다음 시간에서의 자

유 표면의 위치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를 식 (4)에 대입하여 다

음 시간의 자유표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시간 전개 과정은 4차

의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였다.

3. 해석 결과

3.1 일정 수심에서의 비선형 파

비선형 파의 전파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2가지 다른 수심

에서 파고에 따른 파를 생성하였다. 수심은 부유체가 놓일 환경

을 고려하여 15, 20 미터의 두 조건을 고려하였다. Fig. 2는 그 

결과로서 파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비선형 파의 개

형을 보여준다. 가로 축은 파장(λ)으로, 세로축은 입사파의 크기

()로 무차원화 하였다. ω는 주파수를 의미하며, h는 수심

이다. 수치 계산 결과를 선형의 Stokes 파와 비교하였는데, 모든 

결과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려한 수심과 파 크

기에서는 비선형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선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하여 파를 더 얕은 

수심에서 관찰하였다. Fig. 3은 5미터의 수심에서 파를 생성한 

결과로서, 파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선형과는 다르게 조화 함

수가 아닌 개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   

(b)    ,   

Fig. 2 Linear and nonlinear waves over different water depths

around the draft of modern floating-body

Fig. 3 Linear and nonlinear waves over extremely shallow

water depths (   ,    )

3.2 변화하는 수심에서의 비선형 파

(a)    ,   

(b)    ,   

Fig. 4 Linear and nonlinear waves over sloped bottoms with

depths around the draft of modern floating-body

수심의 변화는 천수역 파의 비선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

요한 요인이다. 지형 변화가 야기하는 비선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평평한 바닥면 사이에 경사면이 놓인 경우를 고려하

였다. Fig. 4는 경사를 달리한 두 조건에서 선형 및 비선형 파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아래 첨자 o는 파가 입사하는 수심에서

의 값들을 의미한다. 최소 수심은 부유체가 놓일 조건을 고려하

여, 15미터로 한정시켰다. 이 조건에서 두 경우 모두 뚜렷한 비

선형 효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즉, 수심이 아주 얕지는 않은 

지형에서는 수심 변화가 야기하는 비선형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3 부유체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

비선형 파가 직접적으로 부유체에 가하는 하중을 계산하기 위

해 두 선형을 고려하였다. 그 중 하나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얕은 수심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의 바지선을 

고려하였다. Table 1은 두 선박의 주요 치수를 보여준다. 바지선

은 수심을 3미터로 다소 비현실적인 값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해석 목적이 아닌 비선형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용도이다.

(a) LNG carrier (b) Barge (virtual)

Fig. 5 Test hull models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two test hulls

Body LNG carrier Barge (Virtual)

Length (L) 274 (m) 250 (m)

Beam (B) 44.2 (m) 40 (m)

Draft (T) 11 (m) 3 (m)

Displacement (▽) 97,120 ( ) 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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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force (b) Pitch moment

Fig. 6 Froude-Krylov force on LNG carrier located over

constant bott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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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oude-Krylov force on LNG carrier located over sloped

bott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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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oude-Krylov force on barge located over constant

bott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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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ourier analysis of Froude-Krylov force on barge located

over constant bottom (   ,    )

파랑 하중은 교란되지 않은 입사파가 가하는 Froude-Krylov

힘만을 고려하였다. Fig. 6은 수심이 일정한 경우, 그리고 Fig. 7

은 경사면에서 천연가스 운반선이 받는 Froude-Krylov힘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L은 선박의 길이, g는 중력 가속도, ρ는 

유체의 밀도이며 A는 입사파의 크기이다. T는 선박의 흘수이다.

경사면 문제에서 부유체는 경사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두 경우 모두 파에는 비선형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파랑 하중 역시 파고에 따른 

비선형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수심에서 상하 동요 성분만이 파고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

이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

비선형성으로 파랑 하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얕은 수심에 놓인 바지선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을 계산

하였으며, 이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상하 동요와 종동요 하중

은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주기적인 함수에 뒤틀린 경향이 나

타나는데, 이는 2차 이상의 주파수 성분이 나타나는 경우에 자

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를 명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주파수 

해석을 이용하였다. Fig. 9는 Fig. 8의 결과를 푸리에(Fourier) 변

환하여, 주파수 별로 성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비선형 파랑 

하중은 2차 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파고

가 증가함에 따라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체가 설치되는 연안에서 파 및 파랑 하중

의 비선형성을 고찰하였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부유체의 크기를 감안하여, 수심 10 미터 부근의 깊이에서 

파랑 하중의 비선형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이 부근의 수심에

서는 파고가 증가하여도 비선형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 비선형 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흘수가 아주 낮은 가상의 

바지선을 고려하였다. 얕은 수심에서는 파의 변화와 이로 인한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의 파랑 하중은 

2차 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다.

(3) 비선형 파랑 하중은 부유체가 설치되기 힘든 얕은 수심에

서 그 영향이 뚜렷이 관찰된다. 따라서 실제 부유체 운동 해석 

에 있어서는 선형파를 적용한 해석으로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유

효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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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싱의 영향이 포함된 사각형 부유체의 
1자유도 및 2자유도 운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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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loshing Effect
to the Rectangular Cylinder's 1-DoF & 2-DoF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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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loshing 슬로싱, 2-D Experiment 2-D 실험, 1-DoF roll motion 1자유도 횡 동요 운동, 2-DoF sway & roll motion 2자
유도 횡 방향 운동 & 횡 동요 운동, Friction effect 마찰 영향  

ABSTRACT: This study is constructed to investigate the sloshing effect on the motions of a two-dimensional rectangular floater experimentally.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First, only roll motion is permitted and the other motions are firmly restricted. Second, sway and roll motions
are are just allowed simultaneously with heave motion prevented. Sway motion is occurred along the flume's upper rail, while roll motion is
performed at the center bearing of the model. Experiments are performed in the 2D flume at Seoul Nat'l University. The filling ratios are
changed from empty to 50% and for the second experimental case, the ballast conditions are varied to quantify the rail friction effect. All tests
are carried out under regular wave conditions. The motions measured by a non-contact camera, which can trace two different marks on the
model accurately. The steady-state sway and roll motions are filtered out by post-processing. The spring system is installed to prevent th model
drift off. For the first case, it is found that as the filling ratio is increased, the roll natural frequency becomes lower. And the sloshing effect is
observed at the vicinity of roll natural frequency and sloshing natural one, but the amount is not that much significant as the sway motion.
For the second case, sway motion is dominant and roll motion is almost diminished except for cases near the sloshing natural frequency.
Between 4.0~7.0rad/s, which is the interval between roll natural frequency and sloshing natural one, it is found that coupling of two motions
leads the roll motion's phase shift and finally internal fluid tank acts as ART(Anti-Rolling Tank) precisely.

1. 서    론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의 생산과 더불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는데, 육상에서의 시설은 폭발의 위험성과 환경

오염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LNG-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이다. 이는 해상에서 LNG를 인수하여 

재기화한 다음 육상까지 송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전 세

계적으로 이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의 수주가 이뤄지고 있으

며, 국내 조선소들도 이미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생산에 들

어간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LNG 운반선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할 시, 내

부 탱크에 LNG를 95% 이상 적재함으로써 슬로싱 유동이 선박

최항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02-880-7329 hschoi@snu.ac.kr

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LNG-FSRU는 기존 LNG Carrier와 달리 지정된 위치에

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하는 동안 탱크 내 수위가 계속 변하

게 된다. 기존의 LNG 운반선에서 선박의 운동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슬로싱 유동이 이런 새로운 부유체의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슬로싱의 영향을 포함한 부유체의 거동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서울대학교 2차원수조에

서 내부 유동이 2차원 부유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

로 접근하였다. LNG-FSRU 같은 해양구조물은 매우 복잡하고 

화물창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간략

화한 직사각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Rognebakke &

Faltinsen(2003)은 직사각형 모델의 횡 방향 수평변위에 대한 실

험적 및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동영 등(2011)은 이를 

두 부유체로 확장하여 다루었다. 본 연구는 모델의 가운데에 베

어링을 두어 횡 동요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수평운동과 횡 동

요 등 2자유도 운동이 가능토록 하였다. 우선 수평동요를 구속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하고 횡동요 단독운동을 계측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연

장선에서 슬로싱 유동이 부유체의 횡 동요 운동과 수평운동 등 

2 자유도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실험 구성

모든 실험은 규칙파 조건에서 수행되었고, 부유체의 운동고유

주파수와 슬로싱주파수 등 두개의 특성주파수 부근에서 보이는 

운동을 계측하기 위해 3.0~11.0rad/s로 실험 영역을 정하였다.

기본적으로 파장(λ)과 파고(H)의 비는 1/50으로 유지시키되, 슬

로싱 고유주파수 근처인 주파수 7.0~9.0rad/s에서는 1/40로, 이 

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파고가 너무 작아 파고를 조금 더 

키워주었다.

실험에 사용된 사각형 형상의 모델은 Rognebakke and

Faltinsen(2003)의 실험 모델과 폭, 높이, 흘수를 동일하게 각각 

0.4m, 0.4m, 0.2m로 하였다. 길이는 2차원 유동을 구현하기 위

해 수조의 폭에 적합한 0.495m로 하였다. 내부 구획은 세 개로 

나누었으며, 가운데 구획은 물을 채우는 탱크로, 양 옆은 발라스

트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모델의 가운데에는 베어링을 

설치하여 횡 동요가 가능하게 하였고, 모델을 레일에 연결하는 

카트리지는 1자유도 및 2자유도 실험에 적합하게 별도로 제작하

였다. 또한 모델이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델의 양 옆으

로 강성 계수가 51.8N/m인 스프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횡 방향 변위 및 횡 동요 변위를 계측하기 위해서 모델의 정

중앙과 왼쪽 모서리에 서로 다른 표식을 부착한 후, 이를 비디

오카메라로 계측하였다. 모델의 주요 제원 및 전체 실험 구성은 

Fig. 1, Fig. 2와 같다.

Fig. 1 Front and top view of the model

Fig. 2 Schematic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비디오 카메라로 계측된 영상은 후처리 공정을 통해 파의 

표류력에 의한 영향 및 노이즈를 제거한 후 정상 상태의 변위

를 추출하였다. 또한 반사파의 영향이 미치기 전까지의 계측자

료를 택하였다.

3. 1자유도 - 횡 동요 운동실험

1자유도 횡 동요 실험에서 내부 수위는 빈 탱크에서부터 

50% 채운 경우까지 10%씩 증가시켰다. 모든 실험은 중성부력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내부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모델의 관성 

반경 및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횡 동요 고유주파수

를 확인하기 위하여 free roll dcay 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내부 수위에 의한 슬로싱 고유주파수는 아래 Eq. 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

여기서 h는 내부 탱크의 수위, l은 탱크의 폭을 의미한다. 이

는 직사각형 모델의 횡 방향에 대한 슬로싱 유동을 해석적으

로 구한 얻은 식이다(Fox and Kuttler, 1983).

각 수위에 따른 횡 동요 고유주파수와 모델의 고유주파수

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Roll and sloshing natural frequencies for different

fillings

Filling Ratio
[%]

Natural Frequency

Roll
[rad/s]

Sloshing
[rad/s]

0 3.96 -

10 3.67 4.96

20 3.51 6.72

30 3.18 7.73

40 2.93 8.30

50 2.45 8.62

본 연구에서 횡 동요 전달함수는 Eq. 2와 같이 정의하였다.



 ≡ 


×mod  (2)

여기서 Roll Amp.는 정상상태의 횡 동요 변위, Awave는 입사

파고, Bmodel는 모델의 폭을 의미한다.

내부 탱크의 폭과 수위의 비율에 따라 내부 유동은 서로 다

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0.25≤h/l≤0.84 영역은 finite

liquid 영역, 0.1≤h/l≤0.25는 intermediate liquid 영역, 이보다 더

낮은 h일 경우 shallow liquid 영역이다(Faltinsen, 2009). 먼저

finite liquid 영역에서의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Fig. 3 1-DoF roll experiment for filling ratio 30, 40, 50%

Fig. 4 Same as Fig. 3 for 7.0~9.0rad/s

Fig. 3는 전체 주파수 영역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고, Fig. 4는

슬로싱 고유주파수 부근을 확대한 그림이다. 이들 그림에는 물

이 없는 0%의 경우도 비교를 위하여 포함시켰다.

0%, 30%의 경우 실험한 파주파수 영역 내에 횡 동요 고유주

파수가 위치하는데, 이들 주파수 보다 조금 큰 주파수에서 횡

동요가 갑자기 커지는 특성을 Fig.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내부 유동에 의한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수평동요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미미하고, 수위에 따른 정량적인 변화는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횡 동요 크기 자체가 작고, 횡동요 고

유주파수와 슬로싱 고유주파수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상호영향

이 상재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intermediate liquid 영역에 해당하는 10%, 20% 채워

진 경우에 대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1-DoF roll experiments for filling ratio 0, 10, 20%

두 경우 모두 앞선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횡 동요 고유주

파수 근처에서 전달함수가 최고값을 보이며, 슬로싱 고유주파

수 부근에서의 변동은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장

낮은 실험 주파수인 3.0rad/s에서 20% 채웠을 시 유동이 상당

히 복잡해져 이에 따라 전달함수 값이 불안정하게 나온다.

실험 주파수 영역 내에 횡 동요 고유주파수가 위치한 경우 -

30, 40, 50% - 횡 동요 고유주파수에서의 피크가 빈 탱크의 경

우에 비해 상당히 좁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횡동

요 고유주파수에서는 슬로싱이 횡 동요 공진을 막지 못하지만,

그 부근에서는 슬로싱이 횡동요를 일정 부분 감소시킨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특정 주파수

모두에서 슬로싱 유동이 횡 동요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

론내릴 수 있다.

4. 2자유도 - 수평 및 횡 동요 실험

다음으로 수평동요와 횡동요 모두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한 뒤,

동일한 입사파 조건에서 0, 30, 50% 채워진 경우 2자유도 운동

에 대한 실험을하였다. 다만,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수직방향의 

힘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모델의 수직 운동을 중성부력 상태에서 

억제할 수 없어, 7.5kg의 발라스트를 추가한 상태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이는 레일 위 카트리지에 부착을 함으로써 모델의 관

성 반경 및 횡 동요 고유주파수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

다. 다만, 증가된 레일에서의 마찰력은 수평 운동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먼저 2 자유도 실험에서 수평운동의 변위에 대한 결과는 Fig.

6~8에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평 운동 전달함수는 변위와 

입사파 진폭의 비로 정의하였다. 비교를 위해서 이동영 외(2010)

의 1자유도 수평 운동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단, Fig. 7의 경

우 선행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 자유도 실험 결과만 

도시하였다.



Fig. 6 2-DoF experiments, Sway for filling ratio 0%

Fig. 7 2-DoF experiments, Sway for filling ratio 30%

Fig. 8 2-DoF experiments, Sway for filling ratio 50%

빈 탱크에 대한 실험인 Fig. 6의 경우, 횡 동요 고유주파수 근

처인 3.8rad/s에서 국부적인 최소값을 보인다. 이는 횡 동요 고

유주파수 부근에서 발생한 횡 동요 운동이 수평 운동을 약화시

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0rad/s 이후에는 단조 감소하며, 전

체적으로 선행 연구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인다.

Fig. 7, Fig. 8의 경우에는 횡 동요 운동에 의한 국부적인 변동

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30% 채워진 경우는 횡 동요 고유주파

수가 실험 주파수 영역 내에 위치하였음에도 연성 효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2 자유도 운동의 허용 및 내부 유동에서 점

성의 영향으로 인해 횡 동요 고유주파수가 약간 저주파수 영역

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Fig. 10의 횡 동요 운동 

에서 피크값이 나오지 않은 점에서 유추하였다.

반면, 슬로싱 고유주파수에서 수평 운동의 변위가 점점 감소

하여 0에 가까워 졌다가 그 후에 크게 증가한 다음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횡 동요를 허용했음에도 수평 운동 단

독실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횡 동요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평 운동의 변

화는 횡 동요 고유주파수 근처를 제외하고는 1자유도 수평운동

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중성 부력을 맞춘 상황에서 5.0~11.0rad/s를 실험했을 시 이전 

결과와 현재 수평 운동의 변위가 거의 동일한 값을 보였다. 따

라서 횡 동요를 허용함에 따른 변화보다 발라스트 조건의 변경

으로 인한 마찰력의 증가가 수평 운동변위의 감소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레일에서의 마찰력의 증가는 

전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된

다.

Fig. 9 2-DoF experiments, Roll for filling ratio 0%

Fig. 10 2-DoF experiments, Roll for filling ratio 30%



Fig. 11 2-DoF experiments, Roll for filling ratio 50%

마지막으로 2 자유도 운동에서 횡 동요 변위에 대한 결과는 

Fig. 9~11과 같다. □표식은 1 자유도 횡 동요 실험결과, ■표식

이 2 자유도 실험에서 횡 동요 변위이다.

Fig. 9의 경우 1 자유도와 경향 자체는 비슷하나, 정량적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횡 동요 고유주파수에서 피크가 형

성되는 것은 동일하나 값은 1 자유도 실험에 비해 약 77% 감

소하였다. 특히 6.0rad/s 이후부터는 횡 동요 변위가 1도 내외

로 형성되면서 거의 횡 동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빈 탱크

실험 결과를 수평 운동과 비교했을 시, 파 에너지의 거의 대부

분이 수평 운동에 소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Fig. 11 또한 정량적으로 1 자유도 실험에 비해 상당

히 작은 값을 보인다. 두 경우 모두 3.0~4.0rad/s에서 횡 동요

고유주파수에 근접해갈수록 전달함수가 증가했으나 그 양은

크지 않다.

또한 슬로싱 고유주파수보다 조금 더 고주파수 영역에서 국

부적인 피크 값이 형성되는데, 슬로싱 고유주파수 이후에 슬로

싱 유동의 위상이 180도 변한 뒤 운동의 변위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슬로싱 고유주파수 부근에서 내부 유동의 영

향은 1 자유도 운동실험보다 2 자유도 운동실험에서 상대적으

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사각형 부유체의 운동에 미치는 슬로싱

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 자유도 횡 동요 실험 및 2 자유도 

수평 운동 및 횡 동요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횡 동요 운동만 허용한 경우에는 횡 동요 고유주파수와 슬로

싱 고유주파수 부근에서 미약하지만 슬로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횡 동요 공진을 조금 낮추고 피크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 슬로싱 고유주파수에서는 모델이 회전

운동을 함으로써 슬로싱 유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이 입사파와 

정반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모델의 횡 동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다.

수평 운동과 횡 동요를 모두 허용한 경우에는 수평 운동이 지

배적으로 나타났으며, 횡 동요 운동은 두 특성 주파수 부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작은 값을 지녔다. 이는 두 모드의 연성으로 

인한 횡 동요 운동의 위상 변화가 발생하여 내부 탱크가 

ART(Anti-Rolling Tank)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평 운동이 선행 연구와 차이가 남은 횡 동요의 허용함에 따른 

것 보다는 레일에서의 마찰력 증가가 더 지배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두 운동 간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레일 및 중앙 베어링에서의 감쇠에 대한 엄밀한 추정, 발라스트 

조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요구되며, 추후 수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과제인 ‘LNG FSRU 구조물-계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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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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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영역 랜킨패널법을 이용한 해양구조물의 
운동응답 및 파랑하중의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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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n Motion Reponses and Wave Loads on Offshore
Structures by Using a Time-domain Rankine Panel Method

Taeyoung Kim*, Min-Guk Seo*, Dong-Min Park*, Kyong-Hwan Kim*, Yonghwan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EY WORDS: Rankine panel method 랜킨 패널법, Time-domain analysis 시간영역 해석, Offshore structures 해양 구조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ave loads and motion responses of offshore structures in waves. A time-domain Rankine panel
method is applied to achieve a easy connection with external forces. Two famous floating structures, semi-submersible and tension leg platform
(TLP), are selected and their specific features are considered in computations. In case of semi-submersible, it is discussed for appropriate way to
include viscous effect. For TLP, effect of tether force and its proper way of inclusion are focused. Comput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the
experiment and favorable accordance is achieved.

1. 서    론

해양 구조물은 구조물의 특성과 해양 환경의 특성에 따라 운

동 및 하중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부유식 해양구조물

은 선박과는 달리 파랑에 의한 하중 뿐만 아니라 계류력 등에 

의한 부가적인 하중을 받으며, 정확한 운동 해석을 위하여 이러

한 부가적인 하중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양 구조물의 운동은 대체로 3차원 파랑 그린 함수법에 기반

하여 해석되었으며, 일부 해양 구조물에 대하여 Morison 방정식

에 기반한 해석도 수행되었다. 두 방법 모두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장점에 맞게, 때로는 혼용되는 형태로 널리 이

용되고 있다 (Takagi et al., 1985).

본 연구에서는 해양 구조물의 운동 및 파랑 하중을 구하기 위

하여 시간 영역에서 랜킨 패널법을 적용하였다. 시간 영역 해석

은 주파수 영역 해석에 비하여 많은 해석 시간이 소요되지만,

계류에 의한 외력이나 점성에 의한 유체력 등 부가적인 하중의 

적용이 용이하며, 해석 시 비선형의 하중을 적용하기가 용이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emi-submersible과 TLP(Tension

Leg Platform)의 특징에 따라 부가적인 외력을 적용하여 각 해

양 구조물에 대한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Semi-submersible은 

수선면이 작기 때문에 방사파에 의한 감쇠력이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점성 감쇠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퍼텐

셜 유동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다. 점성 감쇠력을 패널법

교신저자 김용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1543 yhwankim@snu.ac.kr

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Morison 방정식을 함께 이용하였다.

Morison 방정식을 접목시키는 것은 WADAM (DNV, 2010)과 

같은 해석 프로그램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해양 구조물

을 분할된 2차원 단면의 집합으로 정의하였고, 각 단면에 작용

하는 점성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Tension leg platform

(TLP)은 강한 인장력으로 수직 운동을 줄이도록 설계된 구조물

이다. 따라서 강한 인장력이 야기하는 복원력 성분을 정확히 구

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Semi-submersible과 TLP의 운동 및 인장력을 실험 및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emi-submersible의 경우 상하동요의 공진에서 과도한 응답이 

나타났는데, 이는 점성력을 조정함으로써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TLP의 경우 선형의 스프링으로 가정한 복원

력이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계류력 등의 외력을 적용하거나 비선형 파랑 

하중을 적용함으로써 해석 방법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

다.

2. 배경 이론

2.1 운동방정식과 경계조건문제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Coordinate system

Fig. 1과 같이 물체의 평균 위치에서 정의되는 직교 좌표계를 

도입한다. 선박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6자유도 운동 성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 선

박의 질량,  는 복원력 계수, 는 외력이다.

파랑 하중을 구하기 위하여 유체를 비점성, 비압축성으로 가

정한다. 유동이 비회전이라는 가정 하에 유체의 운동은 속도 퍼

텐셜( )을 도입하여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전체 속도 퍼텐셜은 입사파()와 해양 구조물로 인한 산란파()

의 두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속도 퍼텐셜은 자유 표면과 물

체표면에서 다음의 선형화된 경계 조건을 만족한다.







    (3)




      (4)






 









  (5)

는 산란파를 의미하여, n은 법선 방향, 는 해양 구조물의 접

수면을 뜻한다. 유체동역학적 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6)

2.2 수치기법

라플라스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속도 퍼텐셜은 그린 

정리를 이용하여, 식 (7)의 적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7)

랜킨 패널법에서 그린 함수()는 랜킨 소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분 항에서 는 자유 표면, 즉   의 수면이다. 본 연구에서

는 속도 퍼텐셜을 해석하기 위하여 B-spline 소스 퍼텐셜을 적용

하였다. 방사조건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 감쇠 영역(numerical

damping zone)을 적용하였으며 운동 방정식은 4차의 

Adams-Bashforth-Molton 기법을 이용하여 풀었다(Kim et al.,

2008).

2.2 점성 감쇠력

Semi-submersible은 실린더 형상의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러한 경우 점성력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

로 점성력에 대해서는 정의된 해석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해양 구조물이 자유 표면과의 접수면이 작다는 특성을 이용하

면, Morison 방정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Morison 방정식은 통

상적으로 해양 구조물이 받는 파랑 하중을 관성력과 감쇠력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앞서 정의된 경계조건문제에서 점성을 제

외한 나머지의 유체력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Morison 방정식

을 통한 감쇠력의 적용이 가능하다.

구조물의 미소 체적에 작용하는 감쇠력은 식 (8)과 같이 상대

속도의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감쇠계수, 

는 대상 구조물의 특성 길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와 

는 유체와 구조물의 속도이다.

 

 


 (8)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2차원 단면으로 정의하여야 한

다. 따라서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둥이나 폰툰(pontoon)을 

등가의 면적을 가지는 단면의 배열로 정의하였다. 이 단면에 작

용하는 힘을 더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감쇠력을 구할 수 있다.

Fig. 2 Hydrodynamic panel model and sectional model

실용적인 관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상의 점

성력을 외력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부유체 전체에 작

용하는 점성력을 속도에 비례하는 힘으로 적용한다. 속도의 제

곱에 비례하는 비선형 힘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식 

(9)와 같이 선형 하중으로 적용하였다. 감쇠 계수()는 임

계 감쇠 계수에 대한 비율로서 적용하였다.

 
 (8)

  ∞  (9)



3. 해석 결과

3.1 Tension Leg Platform (TLP)

Fig. 3 Panel model of TLP

Fig. 3과 같이 4개의 기둥과 이를 연결하는 폰툰으로 구성된 

TLP의 운동을 계산하였다. 이 구조물은 14,000 (ton)의 인장력이 

평형 상태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물의 운동으

로 인해, tether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힘은 선형화

된 Hook's 법칙을 적용하였다. 즉, tether를 하나의 스프링으로 

가정하고 변형된 성분만큼의 복원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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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tion responses of TLP (   )

Fig. 4는 선수사파 (   )에서의 운동 해석 결과를 실험 

(Gie and De Boom, 1981) 및 다른 수치 해석 결과들 (Eatock

Taylor and Jefferys, 1986)과 비교한 것이다. 선수 동요의 경우 

최대치에서 실험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계

산 결과들과는 네 가지 운동 성분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다. 상하 동요의 경우 인장력의 영향으로 최대응답이 0.01에도 

이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장력은 운동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

한 인장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운동에 따른 인장력의 변

화를 계산하여 이를 실험과 비교하였다. Fig. 5는 각 tether에 작

용하는 힘의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결과는 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인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tether의 경우, 복잡한 동적 운

동을 고려하지 않고 선형의 스프링으로 가정하는 것으로도 충분

히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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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ponses of tether force (   )

3.2 Semi-submersible

Fig. 6 Panel model of semi-submersible

다음으로 Fig. 6과 같이 4개의 기둥과 두 개의 폰툰으로 구성

된 semi-submersible에 대해서 운동을 계산하였다. Fig. 7은 선

미파에서 상하동요, 종동요 운동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

으로 계산 결과가 실험(Clauss et al., 2002) 및 파랑 그린 함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상하 동요는 공진에

서 실험과 달리 과도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양구조물 해석에서 잘 알려져 있는 문제로, 수선면이 

작기 때문에 방사력 성분 중 감쇠력의 영향이 작아서 발생한다.

점성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Morison 방정식을 이용한 점성 

감쇠력, 그리고 수치적인 가상의 점성력을 적용하는 두 방법을 

고려하였다. Fig. 8은 Morison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감쇠 계수

(), 그리고 가상의 점성력에서 조절하는 계수()에 따른 상하 

동요를 공진점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더 큰 계수를 적용할수록 

공진점에서 운동 응답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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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tion responses of semi-submersi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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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tion responses of semi-submersible (   )

Fig. 9는 감쇠 계수를 조정하여 얻은 상하동요와 종동요 운동 

응답을 보여준다. 가상의 점성력의 경우 3%의 값이 적용되었고,

Morison 방정식은 감쇠 계수 2.0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두 

결과 모두 공진점에서 실험과 유사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점성 계수는 구조물의 형상, 부가물, 환경 변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

다. 다만 잘 알려진 실린더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Morison 방정식에서 사용한 감쇠 계수 2.0은 합리적인 값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Morison 방정식이 유효하게 작

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간 영역 랜킨 패널법을 적용하여 해양 구조

물의 운동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Semi-submersible과 TLP

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랜킨 패널법을 이용한 본 시간 영역 연구 방법은 해양 구

조물 운동 해석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부

가적인 외력의 적용이 용이하다.

(2) TLP는 강한 인장력이 특징이므로, 인장력이 야기하는 복

원력 성분을 정확히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ether를 선형

의 스프링으로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운동 계산에 있어서 유

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Semi-submersible은 수선면이 작기 때문에, 엄밀한 운동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점성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Morison

방정식은 패널법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

향후 비선형 파랑 하중 및 외력과의 연성을 통해 해석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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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밍 실험 시 탄성평판 거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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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experimental result of hydro-elasticity effect on slamming, Three different plates have been tested
with three different deadrise angles. The pressure and strains were measured and analyzed for each tests. It was shown that the
measured pressures and strains were affected by the thickness of the plates. Therefore the effect of hydro-elasticity must be considered
when slamming analysis is carried out.

1. 서    론

해양에서의 다양한 유체충격현상중 하나인 Slamming effect

는 선체 및 해양 구조물의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해당

현상은 Green water, Bottom 및 Bow slamming 등의 선체 외부

에서 발생하는 충격 현상과 LNG 운반선 또는 해양구조물의 유

체화물 적재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Sloshing phenomenon에 

의한 내벽의 Slamming effect 등 선체 및 해양 구조물에 전반적

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며, 근래에는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의 대형화로 인한 Slamming effect로 부터의 Whipping,

Springing (G. Storhaug 등, 2010) 등 구조물 자체의 Elasticity에 

의한 유탄성 효과가 중점적으로 연구 되고 있다. 이러한 유탄성 

효과와 대형화 되는 LNG 운반선, F-LNG, 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에 설치되는 LNG CCS에 대

한 연구 등 그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선체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연구에서는 유탄성 효과를 고려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탄성 관련 연구 중 Slamming

effect에 관련 하여서는, 이론적으로 탄성을 갖는 부재의 표면에

서 더욱 작은 압력이 계산되어 진다 (Z. Huang 등, 1991). 그러

나 LNG CCS 내부는 내부재의 탄성에 의해 Sloshing 및 이에 

따른 Slamming effect로부터 더욱 더 높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실험 및 이론적인 방법으로 제시 되는 등(이동연 등,

1998), 선체 및 해양 구조물을 구성하는 Plate가 받는 유체충격

현상은 단순화된 정량적 수치만으로 평가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탄성 및 강성을 갖는 Stainless steel plate

를 활용, 유탄성 효과를 고려하고, 각 Plate의 동일 지점에 가해

지는 Pressure 및 Strain의 발생 시간 간의 상관관계 및 

Duration 또는 Rising time의 크기가 실제 Plate의 Strain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Slamming effect에 의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유탄성 효과을 연구하였다.

2. 실험 조건 및 장비 

2.1 실험시설 및 장비 소개

1) Down scale wet drop facility

부산대학교 유체충격 연구동 내부에 설치된 소형 Wet Drop Te

st Rig 5445 x 1060 x 630 (L x W x D mm)는 Rig 내부에 설치

된 790 x 790 x 420 (L x W x D mm) 크기의 수조를 활용하여 

소형의 시험체를 최대 3.5m 높이에서 반복적인 유체충격실험이 

가능 하며, 또한 Support를 통해 설치된 실험체가 일정한 Deadri

se angle 을 유지하며 자유 낙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특별히 고안된 충격 흡수장치를 이용하여, 낙하된 실험체가 수면

에서 유체충격현상을 일으킨 뒤, 실험체 자중에 의한 반동으로 

인해 Oscillation 하지 않고 일정한 수심까지 자유 낙하하도록 고

안되어 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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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pper support

(c) schematic of test(a) Test Rig

Figure 1 Wet Drop Test Rig

2) Pressure gauge and Strain gauge

본 실험에서는 실험의 반복성을 위하여, 방수성을 가지는 Kyo

wa사의 KFW-5-120-C1-11L1M2R (Strain gauge) 및 PS-50KCM6

4 (Pressure gauge) 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유체충격 실험에 있

어, Sensor가 입수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Noise를 최소화 시

켰다(Table 1).

3) Plate model

실험에 사용된 Plate는 SUS304 Stainless Steel 455 x 455 x T

(L x B x T mm) 을 사용하였으며, T는 각 1.2, 2.0, 6.0 (mm)로 

제작하였다. 이때, 각 Plate는 다음과 같은 굽힘 강도 (Flexural

rigidity) 을 갖는다 (Table 2).

4) EDS-400A Recorder (Kyowa)

Stainless Plate 에 설치된 Pressure 및 Strain gauge 의 Data

획득을 위하여 사용된 장비는 Kyowa사의 EDS-400A Recorder

로서, Recorder 1 Set는 4 Channel의 Strain 또는

Table 1 Specification of Strain and Pressure gauge

KFW-5-120-C1 PS-50KCM64

Measure Type Strain Type Strain Type

Gauge Ran/Res 120 (ohm) 0~50 (Bar)

D i m e n s i o n

(mm)
5 (gauge length)

6 x 2 (diameter,

height)

Table 2 Flexural Rigidity of Stainless Plate (SUS304)

 
  



E : 193~200 GPa

v : 0.29

1.2 mm 30.34 m·Pa

2.0 mm 140.5 m·Pa

6.0 mm 3793 m·Pa

Figure 2 Measured Impact Velocity (h=0.47)

Figure 3 Test support (Angle : 0, 4, 6 Degree, Mild

steel)

Pressure 신호계측이 가능하며, 본 실험에서는 4 Set를 유선 

Hub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Pressure 및 Strain 신호를 동기화 

하였다.

2.2 실험조건

일반적인 유체충격실험 (Slamming test)에서는 Peak

Pressure 가 우선적으로 기록되어 진다. 그러나, 실제 구조물

의 손상 및 파괴에서, 순간적이고 강한 충격에 의해 손상이 

되는 경우 외에도 긴 지속시간을 갖는 압력 등 단순한 압력

의 크기가 아닌 Pressure pattern에 의해 큰 손상을 입는 경

우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시험체의 중앙부에

서 유사한 Peak pressure를 가지나, Pattern이 상이한 조건 

(Deadrise Angle 0deg, 4deg, 6deg)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전에 먼저 앞에서 소개한 Down scale wet drop

facility을 활용하여, 0.47m 높이에서 낙하 실험을 진행 하였

으며, 이때 측정된 낙하속도는 자유낙하 공식 에 

99.4% 일치한다 (Figure 2). 이러한 실험조건의 변화를 위하

여, 시험체가 고정되는 Deadrise angle 자체가 0, 4, 6deg인 3

종류의 Support (Figure 3)를 활용하였으며, 시험체(Stainless

steel plate)의 지지·구속 조건으로는 4 Edge fixed condition

을 선택하였다 (Table 3).

Table 3 Condition of experiment

Drop speed-m/s (height-m) 3.0 m/s (0.47m)

Deadrise angle (degree) 0, 4, 6

Plate thickness (mm) 1.2, 2.0, 6

Plate material Stainless Steel SUS304

Boundary Condition 4 Edge fixed



Figure 4 Attached Sensors on

Plate

Figure 5 connection with

Support

3. 실험순서 및 방법

1) Plate 설치 및 순서

실험에 쓰인 Stainless steel plate의 전면 및 후면에는 다음

과 같이 중심에서부터 75mm의 등 간격으로 Pressure gauge

와 Strain gauge를 부착하였다 (Figure 4). Sensor가 설치된 

Plate는 앞선 실험 조건에서 밝힌 바와 같이 Jig와  Bolt를 활

용하여 Support 및 Test rig에 부착하였다 (Figure 5, 6, 7).

2) 실험방법

설치가 완료되면, 각 실험 조건 ( 1.2, 2.0, 6.0T 및 0, 4, 6

deg)에서 5~6회의 반복 실험을 거쳐 각 부분에서의 Pressure

및 Strain의 Data를 획득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5~6회의 실

험을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서, Test rig가 가지는 반복성 및 

해당 조건에 일치하는 Pressure 및 Strain data를 얻고자 한다.

4. 실험 결과 및 해석

1) Measured data (Pressure and strain)

실험 방법 및 진행에 따라 Sensor와 Recorder를 통해 계측

된 Pressure 및 Strain의 평균 계측 값은 다음과 같으며 (Table

4), 해당 계측 값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 Deadrise angle 0degree 조건에서의 Plate 별 특성

실험결과는 일반적으로, 0deg에서는 Flexible한 특성이 강한 

1.2T 및 2.0T Plate에서는 Sensor의 위치에 관계없이 고르게 

Pressure가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Rigidity가 강하게 나

타나는 6.0T Plate에서는 중심부의 Pressure가 크게 측정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Strain의 경우, 1.2T와 6.0T Plate의 

변형 Mode가 상이 한데, 전자의 경우, 중심부가 전체적으로

Figure 6 Schematic view of model

installation
Figure 7 Schematic

view of test facility

밀려들어간 이후 중심부의 변형이 커지는 두 가지의 Mode를 

갖으며, 6.0T의 경우 중심부 변형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한 가

지 Mode 만이 존재한다.

B. Deadrise angle 0, 4, 6 별 Pressure 및 Strain

0deg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Pressure가 계측되며, Strain 또

한 큰 차이가 없으나, 4 및 6deg에서는 후면부의 Sensor로 갈수

록 큰 압력과 Strain이 발생한다. 다만, Pressure의 경우, 6deg에

서는 중심부 이후에서 다시 감소하나, Strain은 지속적으로 증가

한다. 또한, 6.0T에서는 Strain 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C. Flexibility and Rigidity

기존에 연구 (Z. Huang 등, 1991) 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Flexible한 시험체 일수록, 표면에서의 Pressure는 낮게 계측되

며, Rigid한 재질의 경우, 압력값이 높게 계측되었다. Strain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Flexible한 시험체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는

데, 동일 시험체에서 Flexible한 성질이 크다는 의미는 해당 시

험체가 보다 작은 치수 (Thickness) 을 갖으며, 강성 또한 낮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시험체가 더욱 큰 변형을 일으키기 쉽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Mean value of measured pressure and strain

Pressure (Bar) Strain (με)

1 2 3 4 5 1 2 3 4 5

1.2T

0deg 0.70 0.62 0.86 0.76 - 1136 691 582 539 1053

4deg 0.85 0.98 1.18 1.23 1.03 847 601 711 575 1105

6deg 0.78 0.50 0.89 1.44 1.42 803 542 607 651 366

2.0T

0deg 0.88 0.95 0.90 0.70 0.99 803 934 864 892 780

4deg 1.14 0.99 0.89 1.69 2.44 588 778 786 902 1425

6deg 1.11 0.84 0.57 0.86 1.60 485 717 737 756 1016

6.0T

0deg 1.21 1.87 2.24 2.08 1.33 146 565 867 739 220

4deg 1.98 2.23 2.29 2.62 2.89 151 252 367 379 266

6deg 1.62 1.98 2.14 2.02 2.05 134 224 240 231 136



(a) 1.2T, 0deg (b) 2.0T, 0deg (c) 6.0T, 0deg

(d) 1.2T, 0deg (e) 2.0T, 0deg (f) 6.0T, 0deg

Figure 8 Pressure and Stain graph (0, 4, 6 degree)

2) Measured data graph

동일조건 (Drop height 0.47m, deadrise angle 0deg) 에서 계

측된 Plate의 표면 Pressure와 Strain 그래프는 다음과 같으며 

(Figure 8), 그래프 및 Data가 나타내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

명 될 수 있다.

A. Plate thickness

Plate의 Rigidity에 따라, Plate의 거동에는 차이가 있다. 1.2T

및 2.0T의 경우, 충격 후 Pressure의 Oscillation 하는 현상이 6T

에 비해 확연하게 작음을 볼 수 있는데 (Table 4 및 Figure 8),

Pressure의 Oscillation은 Air pocket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남

종오 등 2007). 1.2T 및 2.0T Plate의 경우, Strain의 크기와 

Duration time이 크므로, Plate의 표면 Deformation 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Air pocket의 영향을 감소시킨 것

으로 보여 진다. 반면, 6.0T Plate의 경우, Strain 자체는 작지 않

지만, Duration time이 짧고, Pressure와 동일 주기로 Oscillation

함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Plate 의 변형이 적은 것이 Air

pocket의 집중도 및 발생을 크게 증가 시켰다고 보여진다.

(a) 6.0T, 0deg P (b) 6.0T, 4deg P (c) 6.0T, 6deg P

(d) 6.0T, 0deg S (e) 6.0T, 4deg S (f) 6.0T, 6deg S

Figure 11 FFT Result at various locations(6.0T Plate)

Figure 9 Strain graph in

time (2.0T)

Figure 10 Strain graph in

time (6.0T)

B. Pressure and strain

Strain과 Pressure의 비교를 위하여, 각 Sensor 별로 Pressure

의 Duration time 에 맞추어 Strain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Figure 9, 10). 앞서 언급한 대로 2.0T 의 경우, 전체 Angle에서 

중심부 보다는 좌우측 Sensor에서의 Stain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으나, 6.0T의 경우, Deadrise angle에 관계없이 모든 Case에서 

중심부에서 계측되는 변형이 가장 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Plate의 Thickness 에 따라, Pressure에 의한 손상형태가 유체충

격 현상에서도 유사함을 나타낸다.

3) FFT Result and relation of pressure and strain

A. FFT result (6.0T Plate)

6.0T Plate, Deadrise angle (0, 4, 6 deg) 에서 관측된 Pressure

및 Strain의 FFT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11). 이때,

Rigidity가 일정 수치 이상인 Plate에 대하여서는 Pressure와 

Strain의 발생 주기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Air pocket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Pressure와 Strain의 발생

에 대한 연관관계 또한 크게 증가 한다고 볼 수 있으며,

Pressure의 발생 또한, Plate의 Mode 즉, Strain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Figure 12 Scatter diagram of

pressure and strain peak time

Figure 13 scatter diagram of

pressure and strain value



B. Relation of pressure and strain

Plate(1.2, 2.0, 6.0T), Deadrise angle (0, 4, 6 deg)에서 관측된 

Data의 Scatter diagram은 다음과 같다(Figure 12, The number

of sample is 318). 이때, Correlation coefficient는 0.967으로서,

Pressure와 Strain의 Peak time 모든 Case에 걸쳐 일치함을 보

여 주고 있다. 반면, 해당 관측 값에 대한 Scatter diagram

(Figure 13)의 Correlation coefficient -0.32312로서 상호간에 연

관 관계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Rigid 또는 Elastic plate로 구분되어진 동일 재질 Stainless

steel plate(SUS304)의 실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Pressure and strain value

본 실험에서 측정된 Pressure 및 Strain의 경우, 해당 측정 값 

자체의 크기가 상호 연관이 없으나, Pressure 및 Strain의 값을 

First peak에서의 duration time에 한정하여 비교 할 경우, Plate

의 Boundary condition 및  Thickness에 따른 Plate 변형 모드에 

따라 Pressure 및 Strain 비가 일정한 Curve를 그리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Figure 9, 10). 이와 같이 Pressure와 Strain의 값에 

따른 연관 관계 보다는 Strain의 발생이 구조물 치수 및 

Boundary condition 및 Deadrise angle 같은 구조물과 유체충격

의 특성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2) FFT and time relation

FFT 해석 및 Pressure와 Strain의 peak time을 비교한 결과 

(Figure 11)에서 Pressure와 Strain은 동일한 주기 및 패턴을 갖

는다. 또한, 동일 지점에서의 Pressure와 Strain의 peak가 발생

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 (Figure 12) 에서도 볼 수 

있듯이, Peak time이 동일한 두 Data가 일정한 상호 관계를 갖

는 것으로부터, Pressure 및 Strain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

고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Pressure와 

Strain 두 측정값이 단순히 시간상으로 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 

Mechanism 또는 그 측정값이 상호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Pressure occurrence mechanism

“2. 실험 결과 및 해석” 에서와 같이, Plate 표면에서 발생하는 

Pressure 변화는 “Air pocket”과 더불어 “Strain(plate rigidity

와 Deadrise angle에 따른)”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Strain 및 Pressure data(Figure 10)

을 살펴보면, Strain의 일정한 변화가 Pressure의 Oscillation을 

일으키며, 이러한 현상이 Air pocket의 발생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표면에서의 충격 후 Oscillation pressure 현상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가스플랜트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

해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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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반잠수식 시추선의 비선형 횡동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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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order Roll Motion of Semi-Submersibles in Waves

Chuelhyun Kim*, Young-Soo Kim*, Young Bum Lee*, Deok-Su Kim* and DaeWoong Kim*

*Ship&Ocean R&D Institute,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Seoul, Korea

KEY WORDS: Semi-submersible 반잠수식, Second-order roll motion 비선형 횡경사 운동, Static list angle 정적 횡경사, Low
frequency motion 저주파수 운동, Model test 모형시험

ABSTRACT: The importance to take into account second-order motion of semi-submersibles in waves is being emphasized because sometimes,
the low frequency roll motions were even greater than the wave frequency roll motions. The paper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second-order roll
motion of semi-submersibles in regular and irregular waves with results obtained with model tests. From the model tests in regular head wave
it was observed that a semi-submersible could take on a steady list angle in specific wave period. Second-order motion characteristics of a
semi-submersibles are investigated from the model tests at different drafts, wave and current speeds. Also, time domain analysis has been used
to calculate the roll motion of the semi-submersible and the results gave a good agreement with those of the model test.

1. 서    론

반잠수식 시추선은 뛰어난 운동 성능으로 인해 극한 해상환경 

중에 운용 형태로 많이 고려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운용 및 생존 조건이 높

아짐에 따라 비선형 거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반잠수식 시추선의 경우, 횡동요 주기가 길어 파주기에 의한 

운동은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 않지만 wave group과 바람에 의

해  2nd order 횡동요 성분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Fig. 1의 Norwegian Continental Shelf에 운용 중인 반잠수식 

시추선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체 횡동요 성분 중 2nd order 성분

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Roll motion of semi-submersible (survival condition)

김철현: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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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의 경우에도 GM이 낮아

질 경우 비선형 환경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2nd order 성분에 대

한 고려가 제안되고 있다 (Flavia et al.,2007)

Voogt et al.(2002)은 반잠수식 시추선에 대한 모형 시험 중 특

정 주기의 선수 규칙파에서 정적 횡경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흘수가 낮고 GM이 작은 경우 크게 

발생하고, current에 의해 그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Hong et al(2011)은 반잠수식 시추선의 경우 초기 발생한 미

량의 횡동요에 의해 roll 표류 모멘트가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

로 인해 정적 횡경사가 유발되는 것을 수치해석을 통해 설명하

였다. 하지만, 반잠수식 시추선의 정적 횡경사의 크기를 

potential theory만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기 때문에 모형시험을 통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Voogt and Soles(2007)은 이러한 현상을 복원력 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ig 2의 당사에서 개발한 반잠수식 시추선 

(DSME-6000M)을 대상으로 한국해양연구원(KORDI)에서 수행

한 모형시험을 통하여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의 비선형 운동 특

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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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 규칙파 중의 정적 횡경사

Fig. 2 DSME-6000M

선수 규칙파 중의 정적 횡경사에 대한 흘수 및 환경 외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survival 조건(14.5m)과 operation

조건(17.0m)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환경 외력의 경우 파고,

파주기 및 조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적 횡경사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파주기는 Fig. 3과 같이 

heave 및 roll 표류력이 최대가 되는 파주기 부근(7~9초)에 대해 

규칙파 실험에 적용하였다.

0 10 20 30 40
Wave Period (sec)

Heave Drift Force

(a) Heave drift force

0 10 20 30 40
Wave Period (sec)

Roll Drift Moment

(a) Roll drift moment

Fig. 3 Drift force and moment for the survival condition

Fig. 4는 선수 규칙파 실험 중에 특정 파주기에서 나타난 정적 

횡경사의 예를 보여 준다.

Fig. 4 Static list in the regular head wave

2.1 파 주기의 영향

Fig. 5는 survival 조건에서 동일한 파고 2m에서의 파주기 6

초, 7초, 8초, 9초에 대한 횡경사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횡

경사는 수직방향 표류력이 최대가 되는 8초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Effect of wave period on mean list angle in head

sea

2.2 파고의 영향

Fig. 6은 최대 정적 횡경사가 발생하는 파주기 8초에 대한 파

고의 증가에 따른 횡경사 각도를 나타낸다.

Fig. 6 (a)는 operation 조건에 대한 정적 횡경사를 나타낸다.

Voogt et al.(2002)은 파고의 증가에 따라 파 에너지도 증가하여 

정적 횡경사가 커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Fig. 6 (b)의 survival 조건에서는 오히려 파고가 증가함에 따

라 정적 횡경사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반잠수식 시

추선의 흘수가 작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pontoon 상

부가 수면에 가까워져 pontoon 사이의 수직 표류력의 불규형이 

충분히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Mean list angles for operation condition

(b) Mean list angles for survival condition

Fig. 6 Effect of wave height for 8 seconds regular wave

2.3 조류의 영향

Fig. 7은 operation 조건에서의  조류의 유무에 따른 횡경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조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 파에 대해 1.03m/s의 조류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다.

조류가 없는 경우 선수 규칙파 중에 최대 횡경사가 2도 정도 

발생한다. 파와 조류가 함께 조합된 경우에는 최대 4.5도 정도의  

횡경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조류 중 파가 입사하는

Fig. 7 Effect of current on the list angle in head sea

경우는 파 단독의 경우보다 평균 파 표류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Voogt et al., 2002).

3. 불규칙 파 중의 비선형 횡동요 운동

불규칙 파 중의 반잠수식 시추선의 2nd order 횡동요 특성을 

보기 위해 유의파고HS= 5.31m, peak periodT P= 8.39 sec인 

불규칙파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은 survival 조건에서 선수파, 사파 및 횡파에 대한 횡동

요 시계열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입사각에서 60~70초 정도의 

장주기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주기 응답 성분은 Fig.

9에서 보듯이 불규칙파에 대한 횡동요 시계열에 대한 퓨리에 변

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횡파와 사파의 경우 장주기 운동 뿐만 

아니라 파 주기에 해당되는 운동 성분도 확인되지만, 선수파의 

경우 파 주기에 해당되는 운동 성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 Measured roll motion in irregular head wave (survival

draft)

Fig. 9 Roll motion spectrum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파 중의 반잠수식 시추선의 운동을 수

치해석을 통해 예측하기 위해 시간영역 해석법을 이용한 상용프

로그램인  SIMO를 사용하였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반잠수식 시추선에 대한 2nd order 성분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최대 횡동요를 선형의 파강제력만을 고려하여 주파수

영역 해석법으로 구한 경우(calculation w/o low frequency)와 

2nd order 파 성분을 고려한 시간영역 해석법으로 구한 결과

(calculation w/ low frequency)를 비교하였다. Fig. 10에서 보듯

이 2nd order 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모형시험 결과보다 작

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정확한 운동응답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2nd order 성분도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Fig. 10 Comparison of maximum roll motion from model

test and calculation with and without nonlinear

effects.

Fig. 11은 횡파 중 시추선의 횡동요에 대한 모형시험과 시간영

역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과 유사하게 수치해석 결과에

서도 파주기 성분 외에 장주기 운동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 Time series of roll motion in head waves (survival

condition)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에 대한 시계열을 파주파수, 저주파수,

전체 주파수 영역에 대한 값으로 나누어 나타내면 Fig. 12와 같

다. 파 주파수 성분 외에 저주파수 성분에 의해 전체 횡동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 Wave, low and total frequency roll motion (survival

condi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형시험을 통한 반잠수식 시추선의 규칙파 및 

불규칙 파 중의 비선형 거동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하여 해석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선수 규칙파 실험을 통해 수직 방향 평균 표류력에 의해 특정 

파주기에서 정적 횡경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불규칙파 

실험에서 파주기 성분 뿐만 아니라 장주기 성분의 횡동요 성분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횡동요 고유주기가 

긴 반잠수식 시추선의 경우에 큰 응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설

계 초기부터 고려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반잠수식 시추선의 비선형 운동은 시간영역 해석법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으나, 모형시험 없이 그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모형시험과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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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면 근처의 원주 후류 유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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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ircular Cylinder 원주, Free Surface 자유표면, Vortex Shedding 와류 진동, VOF method VOF 법, Comput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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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w around a circular cylinder advancing beneath the free surfac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with a VOF method. The
simulations cover for Froude numbers 0.2~0.6 and gap ratio(h/d) 0.1~2.0, where h is a distance from the free surface to a cylinder and d is a
diameter of a cylinder at Reynolds number 180. It is observed that vortex suppression effect and surface deformation increases as a gap ratio
decreases or Froude number increases. Noticeabl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The proximity of the free surface cause an initial
increase in the Strouhal number and the drag coefficient and the maximum Strouhal number and drag coefficient occurs in the range 0.6 ~
0.7. But this trend reverses as the gap ratio becomes small. And lift coefficient decreases as gap ratio decreases.

1. 서    론

원주의 후류에서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vortex, 소위 

Karman vortex, 로 인한 항력과 양력의 변화는 구조물의 진동 

또는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체분야에서 학문적으로는 물

론 실제적인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Roshko(1961), Bloor(1964), Schewe(1983), Williamson(1989)의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Reynolds 수에 대해서 원주 주위 유동패

턴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한편 원주가 자유표면 밑에  있을 

때에는 자유표면쪽에서의 vortex를 억제하는 효과, 자유표면 형

상의 변형 등으로 인해 vortex의 발생 양상이 더욱 비대칭한 양

상으로 변화되어 원주에 비대칭한 힘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여 Taneda(1965), Roshko et al.(1975),

Göktun(1975), Bearman and Zdravkovich(1978), Yu and

Tryggvason(1990), Reichl et al.(2005)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자

유표면이 없는 경우만큼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유표면 밑에서 전진하는 원주 주위의 유동, 수면 

변화, 원주에 작용하는 항력, 양력, Strouhal 수의 변화를 

Froude 수와 gap ratio 별로 고찰하기 위하여 Rn=180, 0.2≦Fn

≦0.6, 0.1≦gap ratio≦2.0 범위에서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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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설정과 수치 해석 방법

2.1 계산영역 및 조건

해석을 위한 계산영역은 Fig. 1과 같이 왼쪽은 유체 유입경계

면, 오른쪽은 유체 유출경계면로 하였으며, 상류쪽은 직경(d)의 

10배, 하류쪽은 직경의 20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심도(자유표

면에서 원주까지의 거리, h)에 따라 자유표면의 위치를 변화시

켰다. 그 외에 자유표면이 있으므로 중력가속도(g)를 고려하였

고, 유체 유입구에 유입 속도(u)를 주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중요 변수는 Reynolds 수(Rn), Froude 수(Fn), 심도와 직경의 비

(gap ratio, h/d)이다.

Fig. 1 Definition sketch of a circular cylinder advancing

beneath fre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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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는 Fig. 2와 같으며, 격자 수렴성을 

조사한 결과 6만개 이상이면 결과가 동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Fig. 2 Mesh with 62,100 cells used in the calculations

2.2 전산유체해석 및 해석 범위

본 연구를 위한 전산유체해석은 상용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

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또 자유표면이 존

재하는 두 개의 유체 사이의 경계면 위치와 형상을 파악하기 위

해서 Volume of Fluid(VOF)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은 

bottom과 top은 대칭조건을, 유입경계면은 pressure inlet, 유출

경계면은 pressure outlet을 적용하였고, 몰수체 경계면에는 no

slip 조건을 적용하였다.

자유표면 밑의 원주 주위의 유동장 해석을 위해서 사용한 해

석 범위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Barkley and Henderson(1996)

에 따르면 2차원 유동이 불안정해지면서 3차원 유동으로 전이되

는 Reynolds 수가 188.5±1.0 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계산에서 

사용한 Reynolds 수는 180으로 하였다. Froude 수의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중력값을 변화시켜 0.2, 0.3, 0.4, 0.6로 설정하였

으며, 자유표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gap ratio는 0.1부터 

2.0까지로 설정하였다.

Rn Fn Gap Ratio (h/d)

180

0.2

0.3

0.4

0.6

0.1, 0.15, 0.2, 0.4, 0.55, 0.7,

1.0, 1.5, 2.0

Table 1 Range of numerical analysis

3. 유동특성에 미치는 자유표면 효과

3.1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유동 변화

Fig. 3는 Froude 수가 0.3 이고, gap ratio가 1.0, 0.4 일 때의 

유동장 변화이고, Fig. 4는 Froude 수가 0.6 이고, gap ratio가 

1.0, 0.4 일 때의 유동장 변화이다. Froude 수가 0.3일 때는 상

부․하부 교대로 원형 vortex가 발생하고 후류로 갈수록 상부 

vortex 크기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roude 수가 0.6일 

때는 상부 vortex가 타원형으로 바뀌고 위치도 하부 vortex와 

거의 동일한 심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으며, gap ratio가 작

아지면 원주 상부를 지난 유체가 자유표면 하부로 유입 유동

(convective flow)이 발생하고 실린더 후부의 vortex가 길어지면

서 vortex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 Vorticity Magnitude at Fn = 0.3 and gap ratio 1.0

(upper), 0.4 (lower)

Fig. 4 Vorticity Magnitude at Fn = 0.6 and gap ratio 1.0

(upper), 0.4 (lower)

Table 1의 해석범위에 대한 gap ratio와 Froude 수 별로 원주 

후부에 vortex 발생 여부를 Fig. 5와 같이 정리하였다. Fig. 5로

부터 동일 Froude 수에서 gap ratio가 작아지면 vortex

shedding이 발생하지 않으며, 동일 gap ratio에서는 Froude 수

가 커지면 vortex shedding이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shedding

no
shedding

Fig. 5 Occurrence of vortex shedding according to gap

ratio(h/d) and Froude number

3.2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자유표면 변화

Fig. 6 Surface deformation at Froude number 0.3 and gap

ratio 1.0 (upper), 0.4 (lower)

Fig. 7 Surface deformation at Froude number 0.6 and gap

ratio 1.0 (upper), 0.4 (lower)

Fig. 6은 Froude 수가 0.3 이고, gap ratio가 1.0, 0.4 일 때의 

자유표면이고, Fig. 7은 Froude 수가 0.6 이고, gap ratio가 1.0,

0.4 일 때의 자유표면이다. Froude 수가 0.3일 때는 자유표면은 

큰 변화가 없으나, Froude 수가 0.6일 때는 원주 상부를 지난 유

체가 자유표면 하부로 유입 유동 및 쇄파현상이 발생하여 자유

표면 변화가 커진다. 이것은 3.1에서 기술한 vortex 억제 현상 

경향과 일치하여 gap ratio가 작아지면 자유표면 변화가 커지고,

Froude 수가 커지면 자유표면 변화가 커지게 된다.

3.3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Strouhal 수의 변화

Fig. 8은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Strouhal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trouhal 수는 자유표면이 없을 때의 

Strouhal 수로 normalization한 값이다. Froude 수가 0.2일 때

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gap ratio가 줄어들수록 Strouhal

수가 증가하여 약 0.7 에서 최대가 되었다가 이보다 작아지면 

Strouhal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8 Strouhal number according to Froude number and

gap ratio

3.4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항력의 변화

Fig. 9는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나타낸

다. 항력계수는 자유표면이 없을 때의 것으로 normalization 값

이다. Froude 수가 0.6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Froude 수에서

는 gap ratio가 줄어들수록 항력이 증가하여 약 0.5~0.7 에서 최

대가 되었다가 이보다 작아지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Fig. 9 Drag coefficient according to Froude number and

gap ratio



3.5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양력의 변화

Fig. 10은 gap ratio와 Froude 수에 따른 양력의 변화를 나타

낸다. 모든 Froude 수에 대해서 gap ratio가 줄어들수록 양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10 Lift coefficient according to Froude number and

gap ratio

4. 결    론

본 연구는 자유표면 밑에서 전진하는 원주 주위의 유동, 수면 

형상, 원주에 작용하는 항력, 양력, Strouhal 수 변화 등에 미치

는 자유표면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계산을 수행하였으

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Gap ratio가 작아질수록 또는 Froude 수가 커질수록 

vortex 억제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ap ratio

가 작아질수록 또는 Froude 수가 커질수록 수면 형상 변화가 커

지며, vortex 억제 효과와 수면 형상 변화 효과사이에 상호 연관

이 있다.

(2) Strouhal 수는 gap ratio가 약 0.7 까지는 증가하다가 이보

다 gap ratio가 더 작아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 항력은 gap ratio가 약 0.5~0.7 까지는 증가하다가 이보다 

gap ratio가 더 작아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양력은 gap ratio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산은 층류유동의 한 가지 경우,

Reynolds 수가 180에 대한 것으로서 이 결과를 모든 경우에 대

해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Taneda(1965), Roshko et al.(1975), Göktun(1975), Bearman and

Zdravkovich(1978), Reichl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얻었으나, 양력에 있어서는 Göktun(1975)의 결과와 달리 

gap ratio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얻어 이에 대

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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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ergy-Saving Device
“Crown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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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energy saving device "Crown duct" has been developed and its efficiency gain has been verified experimentally in
the towing tank of SSPA. The preswirl stator is well known as one of energy saving devices, which recovers the rotational energy of
propeller slipstream. Crown duct has two functions of recovers the rotational energy by three blades on top of duct and of flow
concentration by semi-duct. The model tests showed 4,4% efficiency gain with Crown Duct at full load condition and 6.9% at
ballast condition compared with the bare hull ones for the middle class tanker.

1. Introduction

In the vicinity of propeller, a pair of vortices is generated

from the bilge at stern and give rise to viscous pressure

resistance. Moreover, the stern flow generated from these

vortices moves upward on both ship sides and moves

downward near the center plane of the ship, leading to

difference angle of attack of propeller blades on port and

starboard side which may reduce the propeller efficiency.

Against the stern flow mechanism, the design of the stern

fin generally plays a role as flow guiding device making a

wake field near the upper part of the propeller plane

uniform by both deflecting flow toward propeller and

reducing the wake peak at propeller top position.

pre-swirl stator consists of several fins which have almost

the same span length as the propeller radius and are fixed

radially on the stern frame in front of the propeller. Fig. 1

represents the example of preswire-stator. It is known that

the wake factor (1-w) decreased considerably.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reflecting flow was generated by the fins

in front of the propeller plane. But high stress at the stand

point of side fin in heaving and pitching motion, and

non-negrigible added resistance due to this appendage are

the problems should be solved.

교신저자 양선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0-4

051-320-7509 yshsh6@spp.co.kr

Fig. 1 Conventional preswirl fins

2. Development of a New Type Energy-Saving

Device “Crown Duct”

The development of energy saving device having less

added resistance and less stress on the stand point of side

fins than conventional one, has been carried out by

combination of semi-duct with minimum size of horizonal

blades as to cut by half of the span length of the center fins.

In case of full size horizontal fin, the setting angles were

decided to control the flow near the fin tip. In this case, the

fin is not effective to control properly the flow field near the

fin root because of different inflow angle caused by hull

induced longitudinal vortex, at the position of root, rather

deteriorated the propulsive efficiency. Short length of side

fin control the flow field only near the stern frame by which

almost equal effect compare with the full size side f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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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sized semi duct having diameter almost equal to about

50% of propeller diameter is attached to the tip of the short

horizontal fin is designed to decrease the tip vortex.

Furthermore, to generate the uniform flow to the propeller.

As shown in Fig2, this new energy-saving device consists of

three fins on the stern frame and three plates on the duct.

This device has named "Crown duct", which enhance the

safety for a drift obstacle such as wood or timber, and

simple structure leads to reduce manufacturing cost.

Fig. 2 Configuration of crown duct

Crown Duct is designed to reflect the stern vortices when

the propeller rotates. This reflecting flow may reduce the

wake near propeller tip and contribute to increase the

equality of wake field, which lead to a gain in propulsive

efficiency.

3. Model Test

Model tests are carried out in the towing tank of

SSPA.

3.1 Test facility

The towing tank has the following main particulars:

⦁ Length 260 m

⦁ Breadth 10 m

⦁ water depth 5 m

⦁ Maximum carriage speed = 11 m/s

3.2 Hull model

⦁Ship model was manufactured in divinycell, a

foam plastic material.

⦁The model scale is 1: 25.417

⦁The model has a turbulence trip wire at

station 19.

And the dimensions of full scale ship are as follews,

=174m

B=32..2m

T=11.0m

3.3 Propeller model

The propeller model is fixed, right turning, four

bladed propeller with dimensions according to Table 1.

Table 1 Main particulars for model propeller

Characteristic Value

Diameter model scale 0.24 m

Diameter full scale 6.1 m

Pitch ratio P/D at r/R = 0.75 0.715

Blade area ratio  0.53

3.4 Extrapolation by ITTC - 78 and Modified ITTC - 78

Without the crown duct mounted the predictions were

made according to the 1978 ITTC extrapolation method.

With the crown duct mounted a somewhat modified

wake scaling was used.

The method has been discussed within the 1999 ITTC

and tentatively accepted for evaluation of pre-swirl

stator concepts. The wake scaling presumes that tests

with the same propeller but without the stator have

been performed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model

effective wake with stator and the model wake without

stator is considered as a potential wake created by the

stator.

The hull potential wake and the frictional wake are

scaled as for the model with out stator according to the

normal ITTC - 78 method, to which the stator potential

part is added. The amount 0.04 represents the potential

wake created by the rudder at the location of the

propeller.

Thus is in the modified ITTC 1978 extrapolation the

full scale wake.

       

  ∆     

where index

"W" stands for "with crown duct"

"wo" stands for "without crown duct"

"m" stands for "model"

"s" stands for "ship scale"

"T" stands for "thrust identity"

The form factor is based on the case without crown

duct.



Fig. 3 New concept energy saving device "Crown Duct"

Table 2 At full load condition

Condition ()      ()

Bare Hull 4783 0.358 0.220 1.018 0.543 0.672 6740

With Crown Duct 4792 0.453 0.247 1.031 0.494 0.701 6444

Diff. +0.19% +0.095 +0.027 +0.013 -0.049 +0.029 -4.39%

Table 3 At ballast condition

condition


()
    



()

Bare Hull 4256 0.399 0.215 1.014 0.541 0.717 5724

with Crown Duct 4243 0.490 0.233 1.030 0.493 0.764 5331

Diff. -0.31% +0.091 +0.018 +0.016 -0.048 +0.028 -6.87%

3.5 Result of model test

The results of model tests are compared in Table 2 for

full load condition and in Table 3 for ballast condition.

4. Conclusions

The new concept of energy saving device "Crown

Duct" shows efficiency gain 4.4% at full load condition

and 6.9% at ballast condition in model test which was

carried out at S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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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실린더 배열에서의 파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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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Water wave interaction 파 상호작용, Floating cylinder Array 플로팅 실린더 배열,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 고
유함수 전개법, Wave excitation force 파력, Radiation added mass 부가질량, Radiation damping coefficient 감쇠계수.

ABSTRACT: The water wave interactions on any three-dimension structure of arbitrary geometry may be calculated numerically through the
use of source distribution or Green’s function techniques. However, such a method may be computationally expensive since the wetted surface of
the entire structure must be discretized into a number of small elements and a large system of algebraic equations solved to obtain the fluid
velocity potential on the structural surface. In the present study, the water wave interactions in floating cylinder arrays are investigated
numerically using the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 with three-dimension potential theory to reduce the computational expense. The wave
excitation force, radiation added mass coefficient, radiation damping coefficient and wave run-up are presented with the water wave interactions
in a array of 5 or 9 cylinders.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cylinder and spacing among cylinders are examined since the water wave
interactions in floating cylinder arrays is significantly dependent upon those.

1. 서    론

해양구조물 디자인에 있어 파와 구조물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3차원 임의 형상에 작용하는 파와 구조물의 상호작용

은 소스분산법 또는 그린함수법 등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계산

이 가능하다(Sarpkaya and Isaacson, 1981). 그러나 이러한 방법

들은 해수면에 접한 구조물 표면을 작은 요소로 분할하고 이 구

조물 표면에 작용하는 속도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대수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 해석 시간은 줄이고 

계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차원 선형 포텐셜 이론을 기초로 

한 고유함수 전개법(McIver, 1984; Kim, 1993; Yilmaz, 1998;

Siddorn and Eatock Taylor, 2008; Park et al, 2010)을 이용하여 

5개의 실린더 또는 9개의 실린더로 구성된 플로팅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Wave excitation force), 부가질량(Radiation

added mass), 감쇠계수(Radiation damping coefficient) 그리고 

파처오름(wave run-up)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실린더 개수 및 

실린더 사이의 간격비에 따른 파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조사하

였으며 또한, Higher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Choi

et al, 2000)로 수행 되어진 수치 해석과의 비교를 통해 본 수치

해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토해 보았다.

박민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031-910-0289 mspark@kict.re.kr

2. 문제의 정식화

Fig. 1 Coordinate system for floating cylinder arrays.

우선 플로팅 실린더 배열에서의 파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하

여, 유체를 비압축성, 비점성, 그리고 유체운동은 비회전성이라 

가정하면 유체 입자의 운동은 속도 포텐셜로 표현이 가능하다.

Fig. 1에서 플로팅 실린더 배열은 수심이 d인 계산 도메인에 흘

수(draft) h인 N개의 원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형실린

더의 반지름은 aj이다. 공간상에 고정된 좌표계 (x, y, z), j=1, 2,

...., N을 도입하면 j번째 원형실린더의 중심 좌표는 (xj, yj)로 j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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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원형실린더 중심에 대한 k번째 원형실린더 중심의 상대 위치

는 (Rjk, αjk)로 표현할 수 있다. 유체입자의 운동이 주파수 ω를 

갖고 조화운동을 하고, 입사파는 규칙파로 진폭이 H/2이며, x축

의 양의 방향과 β의 각도를 이루면서 입사한다고 가정하면 속

도 포텐셜은 Φ(r, θ, z, t)=Re{Φ(r, θ, z)e-iωt}로 쓸 수 있다. 유체

영역을 외부영역과 N개의 실린더 밑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

에 대한 입사파와 산란파의 속도 포텐셜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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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와 k는 중력가속, 파수(wave number)를 나타내고, J,

H, I, K는 제1종 베셀함수, 제1종 헨켈함수, 제1종 수정 베셀함

수, 제2종 수정 베셀함수를 나타낸다. 각 영역에서의 미지수 An
j

와 Bnq
j는 경계면에서의 매칭조건과 연속조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구해진 속도 포텐셜을 각 영역에 대하여 적분하면 파

력(wave excitation force), 부가질량(radiation added mass) 그

리고 감쇠계수(radiation damping coefficient)를 구할 수 있다.

j번째 원형실린더에 작용하는 파력:


  


 

 (3)

여기서, ρ, Sb, n은 밀의 밀도, 물에 잠긴 물체 표면, 단위법선 벡

터(unit normal vector)를 나타낸다.

j번째 원형 실린더에 작용하는 부가질량 및 감쇠계수:


  




 
 

 (4)

여기서, μ, b는 각각 부가질량,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3. 계산결과 및 고찰

Fig. 2는 본 연구에 이용되어진 플로팅 원형실린더의 배열을 

나타낸다.

(a) 5 cylinders (b) 9 cylinders

Fig. 2 Definition sketch for floating cylinder arrays

플로팅 원형실린더들 사이의 간격비(S) 변화에 따른 파와 구

조물간의 상호작용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원형 실린더의 반지

름은 10m 이고 입사각(β)은 0⁰로 고정하여 원형실린더에 작용

하는 전체 파력을 Fig. 3에 나타내었다. x축은 무차원화된 파수

(ka)를 나타내고 있으면 y축은 ρgHa2으로 무차원화된 파력을 

나타낸다. 원형실린더 사이의 간격비(S)가 길어질수록 Surge

피크 포인트의 개수가 증가하고 초기 피크 포인트의 위치가 

낮은 파수로 이동하고 있으며 Heave인 경우에는 최소점이 점

점 낮은 파수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파와 구조물

의 상호작용은 구조물간의 간격비(S)와 입사파 파장(L)에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단파장일 경우 원형실린더에 작용하는 

파력은 원형 실린더 사이의 간격비(S)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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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ave Force

Fig. 3 Non-dimensional total wave excitation force on the array

of 5 cylinders with a=10m, h=40m, d=200m and β=0⁰ 
for different spacing (S/a) between the floating cylinders.

Fig. 4와 5는 각각 ρa3, ρωa3로 무차원화된 부가질량

(Radiation added mass)과 감쇠계수(Radiation damping

coefficient)를 나타낸다. 부가질량은 간격비(S)가 증가할수록 

Surge의 최대 피크 포인트는 낮은 파수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Heave는 파수가 커질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Surge의 

감쇠계수는 간격비(S)가 증가할수록 피크 포인트 개수가 증가

하고 초기 피크 포인트가 낮은 파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Heave의 최대값은 점차 낮은 파수에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감쇠개수의 특징은 파력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Fig. 3~5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수치계산 결과는 

HOBEM(Choi, 2000)의 해석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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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ave

Fig. 4 Non-dimensional total radiation added mass on the array

of 5 cylinders with a=10m, h=40m, d=200m and β=0⁰ 
for different spacing (S/a) between the floating cyl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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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ave

Fig. 5 Non-dimensional total radiation damping coefficient on

the array of 5 cylinders with a=10m, h=40m, d=200m

and β=0⁰ for different spacing (S/a) between the

floating cylinders.

다음은 플로팅 원형 실린더개수(N) 변화에 따른 파와 구조물

간의 상호작용 영향을 조사하기 Fig. 2의 (b)에서와 같이 각 실

린더 사이에 원형실린더를 추가하였으며 계산조건은 5개의 원

형 실린더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Fig. 6에서 파력은 

원형실린더 사이의 간격비(S)가 길어질수록 Surge 피크 포인트

의 개수가 증가하고 초기 피크 포인트의 위치가 낮은 파수로 

이동하고 Heave인 경우에는 최소점이 점점 낮은 파수로 이동

하는 경향 등은 5개의 원형실린더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9개의 원형실린더의 경우에는 Surge의 파형 분포 패턴이 크게 

달라졌으며 2번째 피크 포인트 값이 1번째 피크 포인트 값보

다 작은데 이것은 5개의 원형실린더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S/a=4일때 최대값이 ka가 0.7부근에 나타났

으나 실린더가 9개인 경우에는 최대값이 ka=1.3~1.5에 걸쳐 넓

은 범위에 나타나고 있다. 즉, 파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은 원형 

실린더의 개수(N)와 구조물간의 거리(S)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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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on-dimensional total wave excitation force on the array

of 9 cylinders with a=10m, h=40m, d=200m and β=0⁰ 
for different spacing (S/a) between the floating cyl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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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ave

Fig. 7 Non-dimensional total radiation added mass on the array

of 9 cylinders with a=10m, h=40m, d=200m and β=0⁰ 
for different spacing (S/a) between the floating cyl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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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ave

Fig. 8 Non-dimensional total radiation damping coefficient on

the array of 9 cylinders with a=10m, h=40m, d=200m

and β=0⁰ for different spacing (S/a) between the

floating cylinders.

Fig. 7와 8은 9개의 원형 실린더에 작용하는 무차원화된 부

가질량(Radiation added mass)과 감쇠계수(Radiation damping



coefficient)를 나타내고 있다. 부가질량은 간격비(S)가 증가할수

록 Surge의 피크 포인트 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피크값

도 점점 낮은 파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원형실린더 개수(N)

가 증가할수록 최대값이 단파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Heave

는 실린더 5개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실린더 개수(N)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실린더 9개인 경우 감쇠개수의 작용패턴은 파력과 비

슷한데 이것은 파력작용패턴이 Radiation에 의한 감쇠영향

(Damping)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Fig.

6~8에서 알 수 있듯이 9개의 원형 실린더 경우에도 본 연구의 

수치계산 결과는 HOBEM(Choi, 2000)의 해석결과와 매우 좋은 

일치를 보이는데 이것은 본 수치해석의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

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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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n-dimensional wave run-up (η/H) on the middle

cylinder with a=10m, h=40m, d=200m, β=0⁰ and

ka=0.829 for different spacing (S/a) between the floating

cylinders.

Fig. 9는 각 케이스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원형 실린더에 작

용하는 파처오름(Wave run-up)을 실린더 사이 간격비(S)의 변

화에 따라 파수(ka)가 0.829, 입사각(β)이 0⁰인 경우에 대해 비

교해 보았다. y축은 입사파의 진폭 H로 무차원화되었다. 각각

의 경우 입사파의 정면(θ=1800)에서 최대 피크값을 가지고 있

지만, S/a가 4인 경우 5개의 원형실린더는 θ가 1200에서 2400

범위에 피크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9개의 원형 실린더는 반대

로 이 범위에서 파처오름(Wave run-up) 점차 감소하여 θ가 

1800에서 최소값을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유함수 전개법을 이용하여 원형 실린더 사이

의 간격비(S)와 원형 실린더 개수(N)의 변화에 따른 파력, 부가

질량, 감쇠계수 그리고 파처오름(wave run-up)등을 통해 플로핑 

실린더 배열에서의 파 상호 작용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파 상호작용은 원형 실린더 사이 간격비(S)와 입사파 파장

(L)의 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단파장일 경우 원형실

린더에 작용하는 파력은 원형 실린더 사이의 간격비(S)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2) 파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은 원형 실린더의 개수(N)와 구조

물간의 간격비(S)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HOBEM(Choi, 2000)과의 수치해석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수치계산 결과는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수치계산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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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ABSTRACT: The MAU series has been usually used for the fishing vessel's propeller, which has been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as well as the cavitation point of view in PNU. The high efficiency standard series propeller(KF series) has been applied to 
the design of 52ton class fishing vessel's propeller in the previous study. The experimental stud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 

propellers called KF series for 52ton class fishing vessel has been conducted with five cases in KORDI towing tank. The model tests 
have been carried out at different pitch ratio and expanded area ratio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propeller to make the series 
chart. The KF series chart and the formula for performance expression will be completed on the basis of the experiment result. 

1. 서    론  

 

어선용 프로펠러의 경우, 모형시험이나 이론해석을 통한 정

도 높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리즈 데이터(주로 MAU 

시리즈)에 의존하여 초기설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프로펠러의 평균피치 정도만 맞추어 장착하고 있으며 

효율이나 캐비테이션 등의 성능에 대하여는 거의 고려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일반 상선에 사용하는 변화형 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정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개 끝에서 과도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곤 한다. 특

히, 트롤형 어선 등에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어망을 내리거나 

끌고 갈 때의 저항과 단순 항해시의 저항 차이가 커서 캐비테

이션 뿐 아니라 효율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일본의 

경우 부하가 큰 어선들에 덕트 프로펠러를 적용하여 어선의 

성능을 개선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 도입된 적이 있다. 하지

김문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우성A. 10-1307

042-051-051-2401  kmcprop@pusan.ac.kr

만, 국내 조업 환경 및 해상 환경, 관리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현재 연근해 어선 중 100톤 이하의 어선에서는 거의 사

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MAU 시리즈나 B 시리즈 차트를 

사용하여 일반 상선의 설계마력에 해당하는 최적 피치비를 결

정하는 경우, 기존 시리즈 차트의 적용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선의 설계마력

을 적용하면 Fig. 1에서와 같이 최적효율 곡선의 변화량이 매

우 급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피치비를 결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 전용으로 피치비가 낮

은 프로펠러에 대하여 적용이 용이하도록 시리즈 차트의 영역

을 설정하였다. 또한, 중소형 어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

는 날개 수 3개인 고정피치 프로펠러에 대하여, 기존 어선의 

프로펠러에서 사용하는 MAU형 단면 보다 효율과 캐비테이션

이 우수한 NACA형 단면을 적용하고 상선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레이크(rake)와 스큐(skew)를 적용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 

부산대학교에서 중소형 어선의 프로펠러에서 사용되는 MAU

형 단면 보다 효율 및 캐비테이션이 우수한 NACA형 단면을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적용하여 고효율 표준 시리즈 프로펠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52톤 어선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진 KF 계열 프로펠러의 

성능 검증을 위해 피치비와 확장면적비를 변화시킨 5개의 프

로펠러를 제작하여 한국해양연구원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모형시험결과와 VLM으로 해석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2. 계열 프로펠러 설계

2.1 어선 프로펠러의 MAU 계열 도표에서의 분포

기존 어선의 자료 중 50톤급의 중소형 어선의 피치비와 

를 조사하여 MAU 계열 차트에 분포시켜 보았다.(Fig. 1) 

의 경우는 3~9 사이의 비교적 넓은 영역대의 분포를 보였

으며, 피치비의 경우는 최적 곡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영역

대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다양한 선종을 대상으로 하는 

MAU 계열 차트로는 넓은 영역의 와 낮은 피치비를 사용

하는 어선용 프로펠러를 설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

라 판단된다. 

Fig. 1 Pitch ratio distribution by   on 

MAU-series chart

2.2 NACA 시리즈 프로펠러 설계  

새로운 시리즈 프로펠러 설계에는 NACA 시리즈를 사용하였

으며, 그 중 상선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NACA66 

(Mod.)단면과 a=0.8 평균캠버선을 사용하였다. 또한, 어선용 프

로펠러의 설계를 위한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프로펠러를 선정한 후, 기준프로펠러의 피치비와 확장면

적비를 변화시켜가며 그 성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기존 

MAU 시리즈프로펠러의 경우, 전개면적비가 0.35와 0.50에 한

정되어 있으며, 피치비의 영역도 0.5~1.2로 하한값이 0.5로 어

선에 적용하기에는 큰 피치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U 시리즈보다 넓은 영역대의 전개면적비와 낮은 피치비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낮은 피치비의 영역을 커버하기 위하

여, 피치비의 경우, 0.40~0.70으로, 확장면적비의 경우, 

0.35~0.65로 그 값을 변화시켜 어선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2.3 기준 프로펠러의 형상정보 

기준프로펠러(P/D=0.55, AE/AO=0.50)는 Fig. 2에 3차원 형상

을 도시하였다. 

2.4 계열 도표 작성을 위한 형상 변환

본 연구에서는 P/D=0.55, AE/AO=0.50인 프로펠러를 기준으

로, 피치비(0.4~0.7)와 확장면적비(0.35~0.65)를 변화시켜, 새로

운 계열 차트를 작성하기 위한 이론 해석 및 모형시험용 계열 

프로펠러를 설계하였다. 특히, 피치비와 확장면적비는 

KF3-50-55를 기준으로 하여 반경별로 일정비율 만큼 감소 및 

증가 시켜 변화를 주었고, 캠버와 두께는 MAU 계열과 마찬가

지로 기준프로펠러의 캠버비(fO/C)와 두께비(T/D)를 유지하도

록 설계하여 Table 1에서 명시한 KF 계열을 완성하였다.

Fig. 2  Diagonal and side view of KF3-50-55 propeller 

geometry (AE/AO=0.50, P/D=0.55)

AE/AO

(P/D)mean

35 50 65

40 KF3-35-40 KF3-50-40 KF3-65-40

55 KF3-35-55 KF3-50-55 KF3-65-55

70 KF3-35-70 KF3-50-70 KF3-65-7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opeller for KF series

Fig. 3  Design variation of standard KF series 

propeller

3. 모형시험 결과 및 해석



Fig. 4 POW Jig & Towing Tank in KORDI

Fig. 5 5case model propellers for P.O.W test

Fig. 7 Comparison of Thrust Coefficient, Torque 

Coefficient and Efficiency

3.1 계열 프로펠러 단독성능 시험 준비 

52톤 어선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진 KF 계열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 검증을 위해 P/D=0.55, AE/AO=0.50인 기준 프로펠러대비 

피치비(0.4~0.7)와 확장면적비(0.35~0.65)를 변화시킨 5개의 프로

펠러를 제작하여 2012년 2월 9일에 한국해양연구원(KORDI) 예

인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펠러 단독성능 시험

을 위한 P.O.W Jig 및 Dynamometer(H29)와 5개의 모형프로펠

러의 단독성능 시험을 수행한 예인수조(Towing Tank, 제

원:L*W*D▹200*16*7)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계열 프로펠러의 단독성능 시험을 위해 피치비와 확장면적비

를 변화시킨 5개 모형 프로펠러를 Fig 5와 같이 제작하였다. 

3.2 계열 프로펠러 단독성능 시험 결과

5개의 계열 프로펠러 시험 결과를 Fig. 6에 단독성능 곡선으

로 나타내었다.

Fig. 6 Performance of the KF series propellers

3.3 계열 프로펠러 단독성능과 수치해석 결과 비교

모형시험을 통해 얻은 계열 프로펠러 단독성능 결과 중 기준 

프로펠러 KF3-50-55(AE/AO=0.50, P/D=0.55)의 단독성능 곡선

과 수치해석 결과를 Fig. 7에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 값을 얻었으며, 낮은 전진비 J=0.1~0.3에서는 추력계수와 

토크계수 값이 수치해석이 모형시험보다 낮은 결과 값을 얻었

다. 단독효율은 2% 내외의 오차범위에서 거의 비슷한 결과 값

을 얻었다. 다른 계열 프로펠러의 단독성능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기준 프로펠러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4. 기준 프로펠러의 성능검토



4.1 수치해석 및 단독성능 시험을 통한 성능 검토 

기준 프로펠러(KF3-50-55)의 단독성능 시험 결과와 수치해

석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2와 Fig. 8에 나타내었다. 

TYPE

MAU3-50-55

(AE/AO=0.50,

P/D=0.55)

KPA4

KF3-50-55

(AE/AO=0.50,

P/D=0.55)

KPA4

KF3-50-55

(AE/AO=0.50,

P/D=0.55)

EXP.

KF3-50-55

(AE/AO=0.50,

P/D=0.55)

Inlet 

flow
Uniform Uniform Non-uniform Uniform


 1.3406 1.3406 1.3406 1.3406

 0.4862 0.4959 0.5135 0.4881

Differ-

ence
Reference (+) 2.001 % (+) 5.620 % (+) 0.391 %

Table 2 Comparison of propeller efficiency by propeller 

series type

Fig. 8 Comparison of propeller efficiency by propeller 

series type(AE/AO=0.50, P/D=0.55)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모형시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추력계수 

및 토크계수의 경우 낮은 전진비에서 수치해석 결과가 모형시

험결과 대비 약 10% 정도 낮게 계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단독

효율은 2% 내외의 오차범위에서 비슷한 결과 값을 얻었다.

② 회전수를 포함하지 않는 동일한 
에서 MAU 시리

즈와 KF 시리즈 성능을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한 성능 비

교에서는 KF 시리즈가 균일유동에서 약 2%, 불균일유동에서 

약 5.6% 효율증가를 보였으며, KF3-50-55 프로펠러의 단독성

능 시험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균일유동에서 MAU 계열 프로

펠러 대비 약 0.4% 효율 증가를 보였다. 수치해석 결과와 비

교해 보았을 때 다소 작은 증가를 보였지만, 실선의 반류를 고

려한 불균일유동 조건에서는 약 4%의 효율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상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ACA 단면과 최근 상선

에서 많이 사용하여 효율 및 진동 소음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진 팁 레이크 및 캐비테이션에 유리한 비교적 큰 스큐를 적

용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날개끝 보오텍스 및 날개끝 보오텍

스 캐비테이션을 감소시켜 효율 및 진동 소음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기대된다. 

③ 향후 이를 바탕으로 KF 시리즈 성능 도표 작성 및 성능 

추정수식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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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용 고정식 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력 산정
Estimation of Hydrodynamic Acting on a Fixed Cylindrical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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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해상활동 증가로 인해 과거 선박에 국한되어 있던 해상수단에서 다양한 목적을 지

닌 해양구조물이 발달하게 되었다. 해양 구조물이란 육지와 연결된 어떤 구조도 갖지 않은 

채, 어떠한 날씨 조건 하에서도 바다의 한 지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구조물로서 해저유

전이나 가스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설치되기도 하고, 대형 유조선의 접안을 위한 항만 구조

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해양구조물들은 파랑을 동반하는 해양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파랑은 기초설계나 구조물 각 부재의 설계에 직접적인 큰 힘을 가한다. 그러므로 해양 구

조물 설계에 있어 파랑하중과 런업(run-up)의 추정은 설계를 위한 해석기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론 및 수치해석적인 기법과 실험들이 많이 시행되어져왔다. 

  실험을 위해 일반적으로 물리수조를 이용한다. 그러나 해양파수조의 경우 설치비용, 실험

공간, 계측방법등의 제약이 있고 특히, 바람, 조류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다양한 파랑환경 

재현 등에 한계가 있다. 최근 이러한 실험적 해석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파랑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대진폭, 비선형성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개발되었

다. 이러한 CFD 기술을 이용하여 Park et al.(1993, 1999, 2001, 2004), 박종천 등(2003)은 해

양환경하에서 시뮬레이션 수행을 목적으로 NWT(Numerical wave tank)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발하였고, 수치조파기술의 정확도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규칙파의 조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규칙파 재현을 위한 최적의 격자 크기와 시간에 대한 샘플링 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CFD 기법을 사용하여 파랑 환경하에서 해상풍력발전용 고정식 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력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파랑 하중 및 런업(run-up)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인 Gridgen ver. 15.17을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고 FLUENT ver. 13

을 사용하여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piston type 의 수치 조파기를 사용하여 속도

분포를 적용하였고, 비압축성 유체의 지배 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

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수치파랑수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규칙파랑을 재현 한 후, 해양구조물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인 원형실린더 주위 파력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작용

하는 파랑하중 분석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NWT(Numerical wave tank)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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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구를 이용한 슬로싱 충격하중 저감 및 슬로싱-선체운동
연성 효과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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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fluid is partially filled in liquid cargo tanks, internal impact loads can occur inside the tank by vessel motions. In this 
study, in order to reduce the sloshing impact loads inside the tank some sloshing problems with a thin top layer with lighter density than 
water density is investigated to their effects on the maximum impact loading and the coupling effects of liquid-sloshing/vessel-motion. The 
PNU-MPS (Pusan National University Moving Particle Semi-implicit) method for solving the liquid motion inside a tank and the CHARM3D 
BEM (Boundary Element Method) based time-domain ship motion analysis program for vessel-motion simulation are coupled. From the 
simulation results, we can see that the floater seems to be quite effectible for sloshing only problem, but not so much for the coupl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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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유가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태 이후 천연

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조선분

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요증가에 따라 선박의 운항

경비 절감과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초대형 LNG 운반선, 

FSRU, LNG FPSO 및 LNG-FSRU 등과 같은 고 부가가치 선박

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대형 LNG 저장 

탱크를 갖는 선박은 슬로싱(Sloshing)으로 인한 탱크 내부의 구

조 손상 뿐만 아니라, 슬로싱에 의한 유체 충격하중은 선박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운항 안정성에 관한 심각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슬로싱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

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러 가지 격막(Baffle)을 이용한 슬

로싱 충격하중 저감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Akyildiz 

and Ünal, 2005;  Biswal et al., 2006; D. Liu and P. Lin, 2009). 

격막을 이용한 경우 설치와 제조의 용이성이 뛰어나지만, 격막

의 슬로싱 충격하중 저감 효과는 대상이 되는 모델, 설치 높이 

및 개구폭(Opening width) 등의 설계인자에 강하게 영향을 받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공진주파수 부근에서의 극심

한 슬로싱 현상을 회피하고, 슬로싱 충격하중을 저감하기 위해 

정수면 상에 부유구나 부유식 블랭킷(blanket)을 배치하는 연

구 또한 진행 중에 있다(Lee et al., 2011a; Kim et al., 2011).

슬로싱 현상은 자유표면의 급격한 변화와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혼상류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치 시뮬레이션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치 시뮬레이션 방법에는 대부분 격자 기반

의 방법인 유한체적법(FVM)과 유한차분법(FDM)이 널리 사용

된다. 하지만 극심한 자유표면 유동이나, 유체-고체간의 충돌

과 같은 복잡한 물리현상을 포함하는 문제나 자유표면의 분

리 또는 합체에 의해 격자 생성이 어려우며 격자가 꼬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입자 기반의 수치시뮬레이션 방

법은 격자 기반의 해석방법보다 복잡한 물리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입자법은 이류항의 계산

을 완전한 Lagrangian 접근인 입자 이동으로 계산하기 때문

에 격자 기반의 Eulerian 방법에서 심각하게 유발되는 수치 

확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량이 완벽히 보존되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11a)에 의해 소개되었던 자유표

면상 수평으로 배치된 부유구를 이용한 슬로싱 충격압력 저

감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파랑환경 하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슬로싱-선체운동의 

연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유구에 의한 슬로싱 저감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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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이 때, 슬로싱 탱크 내의 유동은 Moving Particle 

Simulation(MPS) 법(Koshizuka and Oka., 1996)을 개량한 

PNU-MPS 법(Lee et al., 2011b)을, 그리고 시간영역에 대한 

선체 운동 계산은 경계요소법(BEM) 기반의 CHARM3D(Kim 

et al. ,2011)를 연성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2.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2.1 슬로싱 유동 시뮬레이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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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지배방정식의 편미분 연산자

를 포함하는 모든 항은 MPS 법(Koshizuka and Oka, 1996)의 

상호작용 모델로 치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PS 

법을 개량하여 정확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킨 PNU-MPS(Pusan- 

National-University-modified MPS) 법(Lee et al., 2011b)을 도

입하여 입자간 상호작용 모델로 치환하기로 하며, 지면관계상 

각각의 모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2.2 시간영역 선체운동 시뮬레이션 기법

모든 구조물에 대한 유체력의 계수들은 3차원 산란

(Diffraction) 및 방사(Radiation)에 관한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선행 계산한다(Lee et al., 1991; Lee, 

1995). 계산된 계수들은 합성적분(Convolution integral)을 포함

하는 푸리에 변환으로 시간 영역에 상응하는 값들도 변환되어

진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3)

여기서 ∞은 무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부가질량(Added 

mass)을 나타내며, 합성적분은 시간 에 따라 생성되는 파에 

의한 물체상의 힘을 나타낸다. 부가질량은 식 (4)와 같이 계산

된다. 

 ∞  


∞

 
sin 

     (4)

여기서  ∞는 주파수 일 때의 부가질량을 나타낸다.  

은 지연함수(Retardation function) 또는 시간 기억함수로 불리

어지며, 방사 문제의 주파수영역 해법과 관련이 있다.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

 cos       (5)

           (6)

식 (6)은 각 주파수에서의 방사 감소 계수이며, 는 복원 행렬

(Restoring matrix), 그리고 는 감쇠비를 나타낸다. 지연함수는 

6x6 크기를 가지는 행렬의 방사 감쇠 계수와 상응된다. 그 후, 

각 시간 간격에 따른 선체 운동은 식 (7)으로 구하여 진다.

 ∞
∞

        (7)

여기서  는 존재하는 모든 외력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과 조력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식 (8)과 같이 외력항에는 

파력과 선체 점성 저항력으로 이루어진다. 

           (8)

2.3 슬로싱-선체운동 연성

본 연구에서 수행되어진 선체 운동과 선체에 탑재된 유체 수

조의 연성을 위해, 슬로싱 힘 벡터는 식 (7)의 우변의 외력항에 

추가로 삽입된다. 따라서 식 (5)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쓰여진다.

           (9)

슬로싱의 힘은 관성력과 유체의 상호 작용력을 포함하고 있다.

      tan  


     (10)

상호 작용력   는 정수압의 복원항과 동압의 부가질량항

에 영향을 미친다. 수조내의 유체 운동으로 인해, 수조 내부의 질

량 분포와 상응하는 질량 관성모멘트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며, 이 효과는 현재 시간 영역 계산에 포함되어 진다.

3. 수치 시뮬레이션

3.1 2차원 슬로싱의 단시간 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Kishev et al.(2006)이 수

행한 실험과 비교하였다.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각 탱크



의 크기는 폭 0.60(m), 높이 0.30(m)이다. 적하율(Filling ratio)

은 40%, 압력의 측정 지점 P1은 바닥으로부터 0.10(m)떨어진 

탱크의 우측 벽면이다. 탱크는 수평방향으로 식 (11)와 같이 운

동한다.

       (11)

여기서 진폭 A는 0.05(m), 주기 T는 1.3(s)와 1.5(s)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유체 입자는 약 2,900여개이며, 초기 입

자간 거리는 0.01(m)이다. 중력가속도 g는 9.81(m/s
2), 동점성 

계수 는 10-6(m2/s)이고 표면 장력 효과는 무시하였다.

Fig. 2와 3은 주기 가 1.3(s)와 1.5(s)인 경우 P1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을 실험과 비교한 것이다. 주기 가 1.3(s)인 

경우 반대쪽 벽면에서 발생한 파가 벽면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압력 극치(Peak)와 벽면 충돌에 의해 상승한 유체가 떨어지면

서 반대쪽 벽면으로 진행하는 유체들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

는 압력 극치가 주기별로 2개씩 나타난다. 반면, 가 1.5(s) 경

우 압력의 시계열 경향이 주기 가 1.3(s)인 경우와 다른 경향

을 보인다. 이는 탱크 내에 정상파(Standing wave)가 상대적으

로 작은 파붕괴(Bore)와 중첩되어 운동하므로 한 주기 내에 3

개의 극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기 가 1.3(s)와 1.5(s)인 

경우 압력극치는 다소 임의성을 띄지만 압력의 시계열이 시뮬

레이션의 결과와 실험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주기 가 1.3(s)인 경우 자유표면 형상을 실험과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Fig. 4(a)는 실험의 결과이며 Fig. 4(b)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매우 복잡하고 비선형성이 강한 자유표면을 유동이 

나타나며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3.2 2차원 슬로싱 장시간 시뮬레이션

앞선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P1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의 시계

열은 압력의 극치가 임의성을 띄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위하

여 장시간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통계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Kishev et al., 2006; Choi et al., 2010). 본 절에서는 질량보존

이 확실한 입자법의 장점을 이용하여 장시간 시뮬레이션에 의

한 압력의 통계해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조건은 앞서 수행한 시뮬레이션과 동일하다. 단, 적하

율은 20%이고, 압력의 계측지점 P2는 바닥으로부터 0.05(m) 떨

어진 탱크의 우측 벽면이다. 탱크의 수평방향 운동 주기 T는 

0.8~1.7(s), 진폭 A는 0.06(m)이며, 총 시뮬레이션 시간은 320 

주기이다. 주기 별 P2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을 통계해석 하였

다. 통계해석에는 최대 극치 압력(max ), 상위 1/10확률에 해당

하는 극치 압력의 평균(),그리고 각 주기별 극치 압력의 

평균( )이 사용되었다. 의 계산에는 초기 20주기를 제

외한 총 300개의 극치 중 상위 인 30개의 극치가 사용되었

다.

진동하는 사각 탱크 내부 유체는 고유진동수를 가지며, 식 

(12)와 같이 선형분산 관계식에 의해 도출할 수 있다(Lamb,

Fig. 1 Schematic view of tank dimension and position of 

pressure gauge

Fig. 2 Time history for the pressure at period   

Fig. 3 Time history for the pressure at period   

(a) Experiment (b) PNU-MPS

Fig. 4 Comparison of free-surface profiles between 

experiments and simulation at  period    . From top to 

bottom, t=0.1T and 0.2T



Fig. 6 Statistic analysis of pressure at P2

(a) Filling ratio = 20%, 

 

(b) Filling ratio = 40%, 

 

(c) Filling ratio = 60%, 

 

(d) Filling ratio = 80%, 

 

Fig. 7 Statistic analysis of pressure at wall(Blue line : max , 

Green line :   , Red line :  ).

1932).

 





 

 


     (12)

여기에서 H는 적재 수심 그리고 L은 탱크의 길이를 나타낸다.

Fig. 6은 P2에 작용하는 압력의 주기 별 통계해석의 결과이

다. 식 (16)으로부터 계산한 고유주기는 1.589(s)인 반면, 시뮬레

이션과 실험의 경우 약 1.3(s)이다. 즉 해석적으로 계산된 고유 

주기보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고유 주기가 

18.2% 작다.  를 기준으로 주기 1.3~1.5(s)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과 다소 차이를 보이며, 통계해석 결과는 실험의 

샘플링 주파수가 1kHz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과 유사하다.

3.3 적하율에 따른 2차원 슬로싱의 장시간 시뮬레이션

상술한 결과들을 통해 슬로싱 현상의 단·장시간 예측이 타당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슬로싱 탱크 내 유

체의 적하율에 따른 충격압력의 통계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벽면 전체에서 압력에 관한 장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의 

통계해석을 수행하였다. 적하율은 20~80%이고, 그 외 시뮬레

이션 조건은 3.2절의 계산 조건과 동일하다.

Fig. 7은 적하율에 따른 각 벽면에 작용하는 충격압력의 통계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각 적하율 별로 공진 주기 부근의  가장 

충격압력이 큰 주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단순 사각 탱크 형

상에서의 슬로싱 현상에서 적하율이 낮은 20%인 경우 오른쪽 

및 왼쪽 벽면에서 충격압력이 크게 나타나며, 적하율이 40%이

상인 경우 사각 탱크의 상단 모서리에서 충격압력이 크게 나타

난다. 이는 DNV(2006)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적으

로 적하율에 따른 충격압력이 작용하는 범위와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다.

3.4 슬로싱 충격하중 완화를 위한 부유구 시뮬레이션

Fig. 8은 슬로싱의 충격하중 완화를 위한 부유구(Floater)를 

배치한 초기형상을 나타낸다. 앞서 수행한 단시간 2차원 슬로

싱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조건에 밀도가 200(kg/m
3)인 부유구

를 정수면 상에 배치하였다. 이때 부유구의 초기 입자간 거리

는 0.01(m)이고, 적하율은 40%이다.

Fig. 9는 Fig. 6의 통계 결과를 토대로 P1 지점에 가장 큰 충

격압력이 작용하는 주기 가 1.3(s)일 때, 부유구를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P1에 작용하는 압력의 시계열이다. 

두 경우 모두 시간에 따른 압력의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지

만, 각 주기 별 극치가 부유구의 존재로 인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의 장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각 주기

별 충격압력이 상당히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주

기 가 1.3(s)인 경우 을 기준으로 약 39.41% 충격압력이 

감소하였다. 또한 Fig. 11에도 나타나듯이 부유구를 포함한 경

우 오른쪽 및 왼쪽 벽면에서의 충격압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Lee et al.(2011a)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탱

크의 주기적 수평운동으로 인해 탱크 내부에 생성/발달된 파

가 전파되는 동안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파 전면(Wave 

front)에 부유구가 집중 배치됨에 따라 벽면에 작용하는 유체

의 충격압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ig. 11에서 나타나듯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유구들

의 활발한 운동의 영향으로 상단의 모서리 부근에서는 충격압

력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탱크의 모든 벽면에 

작용하는 합력은 기준으로 약 2.29%의 감소만 보인다. 따

라서 슬로싱 탱크의 왼쪽 및 오른쪽 벽면에 작용하는 집중 충

격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3.5 슬로싱-선체 운동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슬로싱-선체 운동 연성 방법을 이용하여 부유

구에 의한 충격하중 저감 효과가 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Table 1과 Table 2는 각각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슬로싱 탱크와 선체의 재원을 나타낸다. 단,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계류선(Mooring line) 대신 선형 스프링을 적용하였다.



Fig. 8 Schematic view of a tank and floaters with dimensions 

and principal pressure gauge position

Fig. 9 Comparison for time history of pressure at P1 with and 

without floaters

Fig. 10 Comparison of period. w/ floaters and w/o floaters 

(Filling Ratio 20%)

(a) w/o floaters (b) w/ floaters

Fig. 11 Statistic analysis of pressure at wall. Filling ratio 20%,

  . (Blue line : max , Green line :   , Red line :  )

Fig. 12는 좌우동요(Sway), 상하동요(Heave), 횡동요(Roll) 

운동의 RAO를 나타낸다. 선행된 슬로싱 단독 실험의 결과로

부터 유추한다면 감소된 충격 하중으로 인해 선체 운동에 관

한 RAO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유구에 의한 탱크 내 슬로싱 충격

하중에는 영향을 미치나, 선체 운동에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슬로싱 감쇠 부유

구는 탱크의 좌우 벽면에서의 압력은 감소시키는 반면 상단 

모서리 부근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탱크 벽면에 작

용하는 압력의 총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탱크의 상단 모서리 부근에서 모멘트 팔이 부유구를 포

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기 때문에 횡동요 운동이 다소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NU-MPS법(Lee et al., 2011)을 기본으로 부

유구를 이용한 슬로싱 충격하중 저감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단·장시간 탱크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실

험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부유구를 이

용한 슬로싱 충격하중 저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장시

간 시뮬레이션 결과 적하율 20%의 조건하에서 을 기준

으로 최대 39.41%의 충격압력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

한 CHARM3D(Kim et al., 2011)를 이용한 선체운동과의 연성 

해석을 통해 부유구가 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주어진 조건하에서 부유구가 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

해, 부유구는 슬로싱 탱크의 벽면에 걸리는 충격 하중을 저감

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선체 운동과의 연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일부 지원

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loshing tanks

Designation
Magnitude 

(AFT)
Magnitude 
(Forward)

Tank aft from aft perpendicular 61.08 m 209.54 m

Tank bottom from keel line 3.3 m 3.3 m

Tank Length 49.680 m 56.616 m

Tank Breadth 47.0 m 47.0m

Tank Height 32.0 m 32.0 m

Table 2 Principal particulars of FPSO(bare hull) and mooring 

system

Description Magnitude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285.0 m

Breadth 63.0 m

Draught 13.0 m

Mooring 
System

Surge ×

Sway ×

Yaw × 



Table 3 Simulation conditions

Wind N/A

Current N/A

Wave

Heading 90 Degree (beam)

Significant Height 5.0 m

Peak period 12 s

 of JONSWAP spectrum 3.3

Filling Level 18%

(a) Sway

(b) Heave

(c) Roll

Fig. 12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R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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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of wave loads acting on offshore structures using a Cartesian-grid based flow simulation 

method. Finite volume discretization with volume-of-fluid(VOF) method is adopted to solve two-phase Navier-Stokes equations. Among many 
variations of VOF method, CICSAM scheme is applied. Body boundary conditions are satisfied using porosity function and wave generation is 
carried out by using transient(wave or damping) zone approaches. In order to validate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three different basic 

offshore structures including sphere, Pinkster's barge, wigleyIII models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Diffraction and Radiation problems are 
solved by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Wave exciting and drift forces from diffraction problems are compared with potential-based solutions.  
Added mass and wave damping forces from radiation problems are also compared with potential results. Comparison results are fairly goo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1. 서    론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하중를 최신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기술을 이용하여 연구하

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슬래밍

(Slamming)과 청수(Green water)문제와 같은 비선형성이 강한 

유동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최신 CFD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파랑-물체 상호작용에 관한 기존의 많은 CFD 계산들은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을 보

여주지 않고, 강비선형 문제에 대한 적용사례만을 제시하여 결

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교 격자계 기반의 유동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수행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형상의 해양구조물(구, 바지

선, WigleyIII)에 대해 회절문제(Diffraction problem)과 방사문

제(Radiation problem)으로 나누어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회

절 문제로부터 얻어진 파랑기진력 및 파랑 표류력을 포텐셜

(Potential) 해석해와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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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부터 부가질량(Added mass)와 파랑감쇠력(Wave 

damping)을 계산하여 포텐셜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바지선과 

wigleyIII선박에 대해서는 선수 규칙파 중 운동 해석을 수행하

여, 종합적인 파랑하중 영향을 검토하였다. 일련의 수치계산을 

통하여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평가에 현 수치기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유한체적법

비압축성 점성유동의 지배방정식은 질량보존에 근거한 연속

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유도되는 

운동량 방정식(momentum equation)으로 구성된다. 이들 지배

방정식을 적분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Ferziger and 

Peri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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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검사체적(control volume)이며, 는 검사체적을 

둘러싼 표면을 가리킨다. 스칼라양인 와 는 각각 유체밀도와 

압력이다. 는 Cartesian 좌표이며, 는 그에 대응하는 속도 

성분이다. 는 검사표면 에서의 단위 법선벡터를 나타내며, 

 는 점성 유효응력을 나타낸다. 는 단위 체적력(body forces) 

성분이며 중력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난류모델은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artesian격자를 이용하여 유동계산을 

수행하였으며, 2단계의 Fractional Step Method를 이용하여 시

적분을 수행하였다. 

 2.2 VOF 기법

이상유동(Two-phase flow)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유표면을 암시적으로 다루는 VOF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에

서는 두 유체를 하나의 단일 유체로 취급하고, 유체의 밀도와 

점성은 식 (3)과 (4)와 같이 체적비율(Volume fraction), α에 따

라 자유표면 근처에서 공간적으로 변하게 된다. 

                                      (3)

                                     (4)

VOF기법에서는 지배방정식과 함께 α에 대한 이송 방정식를 

추가적으로 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Ubbink and Issa(1999)의 

제안을 따라 이송방정식 (5)의 시간항은 2차의 Crank-Nicholson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대류항은 CICSAM기법을 이용하여 이산

화하였다. 




 

                            (5) 

2.3 물체경계조건

유체영역 내에 물체가 있는 경우 물체가 위치하는 계산격자에 

대해 공극률(Porousity, )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체 가

까이의 유속조건을 식 (6)과 같이 강제하였다.

                                    (6)

여기서 는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되는 중간 속도이

며, 는 물체표면에서의 속도이다. 매 계산단계에서 식 (6)의 

조건을 강제함으로써 근사적인 물체경계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Hu & Kashiwagi, 2007)

 2.4 조파 및 소파기법

  본 연구에서는 조파 및 소파를 위한 수치기법으로 천이영역을 

도입하여 입사파를 강제하고 산란파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남보우 외, 2010)  즉 Fig. 1에서처럼 계산영역 외곽의 

천이영역을 두고, 식 (7)과 같이 운동량 방정식에 부가적인 체

적력을 포함함으로써 입사파를 생성하게 된다. 




 

 



      

             (7)

  

여기서 는 강제하고자 하는 유속을 나타내며, 는 감쇠계수

이다. 산란 문제에서는 를 Stokes' 2nd wave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방사 문제에서는 는 0으로 설정하게 된다. 감쇠

계수는 유체영역 안쪽으로부터 서서히 커지게 되며, 2차 함수

의 형태로 증가하게 된다.  천이영역은 Fig. 1에서처럼 계산영

역 바깥쪽에 배치하게 되며, 파장에 비례하게 천이영역의 크기

가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란 문제에서는 입사파 

진행방향으로 파장의 2배에 해당하게 천이영역(조파영역)을 설

정하였으며, 방사문제에서는 파장의 1.5배 크기로 감쇠영역을 

두었다.  

   

(a) Diffraction problem (  )

(b) Forced surge problem (  )

Fig. 1 Wave contour and transient zone (shaded dash-box) 

around Sphere



3. 수치 해석 결과 및 검증

본 논문에서는 적용한 수치 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파랑 중 

해양구조물(구, 바지선, wigleyIII)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계산을 

수행하였다. 입사파에 의한 산란문제와 강제동요에 의한 방사

문제을 분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바지선과 wigleyIII에 대

해서는 선수 규칙파 중 운동 해석을 수행하여 적용한 수치기

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3.1 Sphere

규칙파 중 고정된 구에 대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파랑 기진

력 및 파랑 표류력을 계산하였다. 이 때 고려한 구의 직경은 

20m이며, 수심은 100m이다. Fig. 1(a)는 파장이 직경의 2배일 때 

구 주위의 산란파에 의한 파랑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는 파기울기()가 1/30인 입사파에 대해 구에 작용하는 파랑

기진력을 포텐셜 해석해와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FVM-VOF'

는 현 수치기법의 계산결과를 지칭하며, ’potential'은 고차경계

요소법을 이용한 포텐셜 해석해를 가르킨다. 두 수치 해석 결과

는 모든 파장에 대해 매우 잘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구에 작용하는 파랑 평균 표류력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장 짧은 파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포

텐셜 해석해와 좋은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Comparison of wave excitation forces acting on sphere 

(  ) 

Fig. 3 Comparison of surge wave mean drift force acting on 

sphere (  ) 

(a) Added mass

(b) Wave damping

Fig. 4 Comparison of added mass and wave damping of sphere 

구조물의 운동에 의한 부가질량 및 파랑 감쇠력을 비교하기 

위해 전후 및 상하 강제동요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Fig. 1(b)는 전후 강제 동요 시 구 주위의 파랑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4는 부가질량 및 감쇠계수를 여러 파장에 대

해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후 강제동요 시 부가질량(A11) 및 

파랑 감쇠계수(B11)은 전반적인 경향은 잘 일치하나, 파장이 길

어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파장이 길어질

수록 격자의 정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랑 방

사력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저주파

수영역에서 점성의 영향이 부각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 강제동요의 경우에는 감쇠계수(B33)는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부가질량(A33)은 포텐셜 해석해 보다 다소 크게 계산

되었다. 본 수치기법에서는 공극률로 형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물체주변 격자의 해상도에 따라 방사력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추후 격자에 따른 수렴 테스트를 통해 상기의 오차에 

대한 규명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Pinkster's Barge

두 번째 수치모델로 Pinkster(1976)에 의해서 제안된 150m길

이 바지선을 고려하였다. 앞 절과 동일하게 고정된 바지선에 대

해 규칙파를 입사하여 파랑 기진력 및 파랑 표류력을 계산하였

으며, 정수 중 상하 강제동요 시험을 수행하여 부가질량 및 파

랑 감쇠력을 계산하였다. Fig. 5는 수치계산을 통해 얻어진 바지

선 주위의 파랑장을 보여주고 있다. 



(a) Diffraction problem (  )

(b) Forced heave problem (  )

Fig. 5 Wave contour around Pinkster's Barge

(a) Excitation forces

(b) Surge mean drift force

Fig. 6 Comparison of surge excitation force and mean drift 

force acting on Pinkster's barge 

Fig. 6(a)는 수치 계산으로 구한 파랑 기진력을 포텐셜 유동해

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파장 비가 6이하의 파에 대

해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파고 1m와 파기울기 1/30에 대해 수

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전후, 상하 동요 방향의 파랑기진력을 비

교하였으며, 모든 파장 조건에 대해 두 수치모델의 결과는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랑 평균 표류력은 Fig.6(b)

에 도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분산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경

향을 두 수치해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강제 상하 동요 시 부가질량(A33)과 파랑 감쇠 계수

(B33)를 포텐셜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짧은 파장

에서의 감쇠계수의 경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파장에서 두 수치계

산의 결과는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짧은 파장

에서의 과도한 감쇠력에 대해서는 수치감쇠 또는 점성 감쇠 효

과로부터 기인할 수 있으며, 추후 격자 수렴도 테스트를 통해서 

그 원인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7 Comparison of added mass and wave damping of 

Pinkster's barge from forced heave simulation

(a) Heave

(b) Pitch

Fig. 8 Comparison of heave and pitch of Pinkster's barge in 

head sea



(a) Added mass

(b) Wave damping

Fig. 9 Comparison of added mass and wave damping 

coefficient of wigleyIII 

(a) Heave

(b) Pitch

Fig. 10 Comparison of heave and pitch of wigleyIII in head sea

  Fig. 8은 선수 규칙파 중 바지선의 운동에 대해 Pinkster(1976)

의 실험결과를 같이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가지 파고조건에 대

한 수치계산결가 실험결과 및 포텐셜 해석해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WigleyIII

  Journée(1992)에 의해 제안된 wigleyIII 선박에 대해서 강제동요 

시뮬레이션과 선수파 중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9는 상

하 방향과 종동요 방향으로 강제동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얻어지는 

부가질량 및 파랑감쇠력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격자의 

조밀도에 따라 두 가지 수치계산을 수행하였고, 격자가 조밀해 질수

록 수치계산결과가 포텐셜 해석해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상대적으로 종동요 부가질량(A55)이 수렴성이 느리게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선수 규칙파 중 wigleyIII 선박

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를 모형 시험 결과(Journée, 1992) 및 포텐셜 

해석해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종동요가 상하동요보다 상대적으

로 더 큰 오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두 운동 모두 모형 시험 결과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교 격자계 기반의 유동해석기법을 도입하여 

기본 해양구조물(구, 바지선, wigley선)에 대해 파랑하중 계산을 

수행하였다. 회절문제와 방사문제로 나누어 수치해석을 진행하

였으며, 포텐셜 해석해와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회절

문제에서는 파랑 기진력과 파랑 표류력을 검토하였으며, 방사문

제에서는 부가질량 및 파랑 감쇠력을 비교하였다. 파랑 기진력

은 포텐셜 해석해와 매우 잘 일치하였으며, 파랑 표류력은 상대

적으로 분산성이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역시 잘 일치하였

다. 부가질량 및 파랑 감쇠력은 운동방향에 따라 포텐셜 해석해

와 일치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구조물의 형상의 복잡성에 따

라서 격자에 대한 수렴특성이 달리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포텐셜 해석해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지선과 wigleyIII선에 대해서는 선수 규칙파 중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모형시험결과와 좋은 일치도

를 확인하였다. 일련의 수치계산을 통해 현재 적용한 수치기법

이 파랑 중 해양구조물에 걸리는 파랑하중 평가에 활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격자에 대한 수렴도 테스트를 

통해 해석 결과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입사파 조

건에서의 파랑하중 평가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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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 산정을 위한 점성 유동장 해석

박연석*김우전*남보우**홍사영**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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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us Flow Analysis around Semi-Crane and Transport Barge 
to Evaluate Wind and Current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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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emi-crane 반잠수식 크레인, Transport barge 예인선, CFD 전산유체역학, Wind loads 풍하중,  Current loads 조류하중

ABSTRACT: In this paper,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evaluation of wind and current loads acting on the 
semi-submersible crane and transport barge using ANSYS-CFX package. The Navier-Stokes equations are solved to simulate the 
fluid flow around the offshore structures with incoming wind and current. Offshore structures were divided with top-side and 
sub-side on the basis of draft for wind and current loads acting on the top and sub side of structures, respectively. 
Computational domain is consist of hexa-triacontagon(36 sides polygon) to calculate the hydrodynamic forces with incident angle 
of flow. Wind viscous boundary layer developed above the sea surface was actualized for the wind loads acting on the top-side 
of structures. Velocity responsiveness test was performed for the estimation about variation of drag coefficient by the 
velocities. In case of current, numer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for the evaluation of current loads and moments acting on 
the sub-side of semi-submersible crane and transport barge with incident angle of fluid flows.

1. 서    론 

최근 해상풍력발전 및 심해저 생산 플랜트 설치를 위하여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에

서 이뤄지는 작업의 경우 파도, 바람, 조류 등의 복합적인 환

경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정밀도가 

요구된다. 해상 작업의 안전과 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

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해상상태에 따른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에 작용하는 환경하중의 산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

은 환경하중 산정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모형시험과 전산

유체역학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재환 외(2011)는 풍

동실험을 통해 갠트리 크레인의 풍력계수 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강종훈 외(2004)는 풍동실험을 통하여 대기 경계

층(Atmospheric boundary layer)을 고려한 컨테이너 크레인의 

풍하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신현경 외(2012)는 

Smart harbor crane ship에 작용하는 전저항을 회류수조 실험 

결과와 CFD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신저자 김우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061-450-2766 kimwujoan@mokpo.ac.kr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ANSYS-CFX를 이용하

여 작업 흘수를 기준으로 크레인 작업용 반잠수식 해양구조물 

및 예인 바지선에 작용하는 풍하중(상부구조물) 및 조류하중

(하부구조물)의 항력계수를 산정하였다. 유동의 입사방향에 따

른 항력계수 산정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36각형을 이루는 계산 

도메인을 생성하였다. 상부구조물의 경우 수면 위에서 형성되

는 점성 경계층 내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open sea에서 통상적

으로 사용되는 wind velocity profile (DNV, 2010)을 기준으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계수 산정에 앞서 바람의 속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을 검

증하기 위하여 예인선의 상부구조물에 대하여 입사각 0도, 40

도, 90도에서 속도 민감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하부구조물의 

경우 해저면에서 조류에 의해 형성되는 점성경계층의 영향이 

수면 근처에서는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균일 유동(Uniform 

flow) 조건으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전체 유동장에 

대하여 유동의 입사각 0˚~360˚방향에 대해 각각 10° 간격

으로 항력계수를 산정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Item
Semi-Crane Transport-Barge

Top Sub Top Sub

Governing 
equation Incompressible RANS Eqn.

Discretization Element-based Finite Volume Method

Turbulence model  Shear Stress Transport (SST)

wall function Automatic near-wall treatment
Advection term High Resolution Scheme
Diffusion term Central Difference Scheme

Table 2 Numerical simulation conditions

2.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제원 

본 연구에서는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실물크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1은 흘

수를 기준으로 상부구조물과 하부구조물로 나눠진 개략적인 모

습을 나타내었다.

Vessel Semi-crane Transport barge

Dimension

L 154.5 [m] 76.2 [m]

B 88.2 [m] 24.0 [m]

T 31.6 [m] 3.8 [m]

Displacement about 200000 [ton] about 7000 [ton]

Table 1 Main particulars of semi-crane and transport barge

Fig. 1 Geometry of the semi-crane and transport barge

3. 수치해석을 위한 형상모델 및 계산조건

3.1 Numerical method

본 연구에서는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 

산정을 위하여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에 기

반을 둔 ANSYS-CFX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점성 

유동장 해석을 위한 난류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포함한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은 직교좌표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각 좌표축      방향의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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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차원화하여 쓸 수 있다. 

   


                                         (4)

해양구조물 주위에서 일어나는 역 압력 구배에 의한 유동 박

리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난류모델은 를 

기반으로 한 Shear-Stress-Transport(SST)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벽 근처 난류 유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기법으로 

ANSYS-CFX에서 제공하는 Automatic near-wall treatment를 

적용하였다. 벽에서 떨어진 첫 번째 격자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무차원 변수인 는 Reynolds number에 근거하여 300 ~ 1000 

사이에 위치하도록 격자를 생성하였다. 수치해석 기법에 대하

여 Table 2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3.2 형상 모델 및 격자 생성

점성 유동 해석을 위한 격자 생성을 위해 ANSYS ICEM-CFD

를 사용하여 격자계를 생성하였다. 격자생성을 위한 형상은 

KORDI에서 제공한 CAD data에 근거하였으며 실제크기를 기준

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지닌 반잠수식 해상크

레인과 예인선의 상부구조물의 경우 계산 도메인을 두 개로 

형성하여 구조물과 근접한 곳에는 Unstructured grid system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의 유동장은 Structured grid system으로 

적용하였다. 각각의 계산 도메인에 대해서는 Domain interface

를 사용하여 수치계산에 적용하였다.

 풍하중 산정에 있어 수면 위 점착조건으로 인해 형성되는 바

람경계층(wind boundary layer)을 고려하기 위해 상부구조물의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1100m 떨어진 부분을 경계로 두 부분으



Item
Semi-Crane Transport-Barge

Top Sub Top Sub
Wind 

Velocity 
[m/s]

20 . 10 .

Current 
Velocity 
[m/s]

. 2 . 2.572

Density
[  ]

1.185 1025 1.185 1025

Reynolds 
number × × × ×

 1000 1000 300 500

Grid 
system Unstr.+Str. Str. Unstr.+Str. Str.

Number 
of grid 3,480,828 3,260,184 3,505,172 1,274,045

Table 3 Number of grid for numerical simulations로 나누어 격자를 생성하였다. 이와 같이 유동장을 나누어 만

듦으로써 상부구조물의 원점에서 이론적인 경계층과 유사한 

경계층을 형성하여 유동해석의 정확성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조류의 입사방향에 따른 조류하중 및 모멘트 계수 

산정을 위하여 하부구조물에 대한 격자계를 생성하였다. 비교

적 단순한 형상을 지닌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하부구조물에 

대해서는 structured grid system을 적용하였다. 

바람 및 조류의 입사 방향에 따라 0˚~ 360˚방향에 대해 

10˚간격으로 유체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 구조물을 중

심으로 외부 경계조건 설정이 수월하도록 유동장의 바깥 경계

면을 36각형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구조물에 대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격자 생성 

조건 및 격자수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또한, 유동해석에 사용

된 대상 구조물 형상 및 주위 유동장에 대한 격자계를 각각 상, 

하부로 나누어 Fig. 2, Fig. 3, Fig. 4 그리고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2 Mesh topology of top-side of semi-crane

Fig. 3 Mesh topology of sub-side of semi-crane

Fig. 4 Mesh topology of top-side of transport barge

Fig. 5 Mesh topology of sub-side of transport barge



3.3 경계조건의 정의

 유동의 입사각에 따른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 산정을 위하여 36각형으로 

구성된 유동장의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먼저, 입구의 경

계조건으로써 입사각에 따른 유동 방향을 정의하기 위하여 속

도를 직접 정의해 주는 Cartesian Velocity component를 사용

하였다. 

× cos                                          (5)
× sin                                          (6)
                                                 (7)

여기서, u, v, w는 각각의 성분별 속도,  는 유속 그리

고 는 유동의 입사각을 나타낸다. 유동의 하류 방향에는 

pressure outlet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유동장의 z-방

향 원방에는 symmetry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상/하부구조

물에 대하여 수면에서의 경계조건은 각각 점착조건을 고

려한 경계조건(no-slip)인 벽 경계조건과 점착조건을 고려

하지 않은 경계조건(free-slip)을 부여하였다. Inlet과 outlet 

사이의 입사류와 평행한 측벽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free-slip 조건을 부여하였다.

3.4 투영면적 (Projection area)

 유체하중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

선의 상, 하부에 대한 투영면적을 산정하였다. 투영면적은 해

당 구조물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투영면적을 A(x)로 정

의하였고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투영면적을 A(y)로 정의하

였다. 상, 하부에 대한 투영면적을 Table. 4와 Table. 5에 정리

하였다.

A(x): Frontal 

projection area

A(y): Lateral 

projection area

Top-Side 8397.481 [m2] 5817.561 [m2] 

Sub-Side 1806.855 [m2] 3941.54 [m2] 

Table 4 Semi-Crane projection area

A(x): Frontal 

projection area

A(y): Lateral 

projection area

Top-Side 127.139 [m2] 233.156 [m2]

Sub-Side 91.200 [m2] 266.700 [m2]

Table 5 Transport-Barge projection area

3.5 무차원화 계수의 산정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 종방향 항력, 횡방향 항력 

그리고 Yaw-모멘트에 해당하는  ,   그리고  는 각각 다

음과 같이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다.

 
×× × 


                          (8)

 
×× × 


                           (9)


×× × ×


                    (10)

여기서, Vel, , A(x), A(y) 그리고 Lpp는 각각 유체속도, 유

체밀도, 정면에서 바라본 투영면적, 측면에서 바라본 투영면적 

그리고 구조물의 수선 간 길이를 뜻한다.

3.6 유동 입사각의 정의

바람 및 조류의 입사각도에 대하여 반잠수식 해상 크레인과 

예인선의 경우 Front로 정의된 부분에서 Back 방향으로 들어

오는 유동을 입사각 0도로 정의하였으며, 반시계방향(Z축의 회

전방향)을 따라 입사각이 10도씩 증가하도록 정의하였다. 바람 

및 조류의 입사방향을 Fig. 6 ~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6 Incident angle of wind for semi-crane

Fig. 7 Incident angle of current for semi-crane

Fig. 8 Incident angle of wind for Transport-Barge



Fig. 9 Incident angle of current for Transport-Barge

4. 풍하중 산정을 위한 Wind Boundary Layer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바람의 경우 수면 위 점착조건

(No-slip condition)으로 인해 균일 유동(Uniform flow)이 아닌 

점성 경계층(Viscous boundary layer)을 형성하며 불어오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점성경계층 내에 위치하는 상부구조물에 작

용하는 풍하중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바람경계층

(Wind boundary layer)을 모사하였다. Open sea에서 형성되는 

점성경계층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풍속을 가정하게 된다.

  

                                     (11)

여기서, 은 수면 위 10m 위치에서의 기준 풍속이며, 

는 수면 위 H(m)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본 수치계산에서는 기

준 풍속      (40knots 기준)로 하였으며, 는 일반

적으로 open sea에서 사용되는 0.12를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

였다.(DNV, 2010) 

위 식에 의한 속도분포와 유사한 경계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준 풍속인 20 [m/s]의 균일한 바람이 불어올 때 구조물이 없

는 평판에 대하여 입구로부터 100m 간격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Fig. 10 Comparison of wind velocity profile

속도분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입

구로부터 1100m떨어진 지점에서 식 (11)과 가장 유사한 속도

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계산 도메인 내부에 1100m 반경의 평판 

영역을 따로 설정하여 점착조건(No-slip condition)을 부여함으

로써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5. 수치해석 결과 및 해석

5.1 속도 민감도 테스트(velocity responsiveness test)

일반적으로 풍하중계수는 속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해야 

한다.(강종훈 외,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계수 산정에 

앞서 예인선의 상부구조물을 기준으로 바람의 강, 약에 따른 

풍하중계수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바람의 입사각이 0°, 

40°그리고 90°일 때 바람의 속도를 각각 10 [m/s], 20 [m/s] 

그리고 30 [m/s]로 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속도 민감도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에서 실선 및 점선으로 나타낸 항력 및 모멘트 계수는 

풍속 10 [m/s]의 값, ▲는 20 [m/s] 그리고 ■는 30 [m/s]에서 

산정한 값을 나타낸다. Fig. 11을 보면 속도변화에 따른 항력 

및 모멘트계수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 Results of velocity responsiveness test 

5.2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모멘트 산정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바람의 입사방향에 따른 반잠수

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모멘트 계수를 산정하였다. Fig. 12와 Fig. 13은 각각 유동의 

입사각에 따른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에 작용하는 풍

하중 및 모멘트 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 12에 

나타난 해상크레인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모멘트 계수를 살펴

보면 형상의 좌우대칭성으로 인해 180°를 기준으로 비슷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유동의 입사방향에 따

른 항력을 비교해보면 종방향 항력계수 ( )는 바람의 입사방

향과 축방향이 일치하는 0°와 180°근처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며 입사방향과 축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90°와 270°에

서는 매우 작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횡방향 항력계수 ( )는 바람의 입사방향과 축방향이 일치하

는 90°와 270°가 아닌 60°, 110°, 250° 그리고 300°에서 

가장 큰 항력계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부에 

설치된 해상크레인의 기하학적 형상을 살펴보면 수풍면적(바람

을 받는 면적)이 90°나 270°보다 60°, 110°, 250°그리고 

300°에서 더 넓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항력계수의 

최댓값은 이러한 수풍면적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모멘트 계수( )를 살펴보면 항력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예인선의 상부에 설치구조물이 탑재되었을 경우 유동의 입

사방향에 따른 풍하중 계수 및 모멘트 계수를 Fig. 13에 나타

내었다. Fig. 13을 살펴보면 설치구조물의 위치가 좌우대칭이 

아닌 관계로 180°를 기준으로 미미하게 항력계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종방향 항력계수 ( )를 살펴보면 

예인선의 상부에 탑재된 설치구조물에 의한 수풍면적의 차이

로 인하여 풍향과 축방향이 일치하는 0°와 180°가 아닌 그 

주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하중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횡방향 항력계수 ( )는 수풍면적이 가장 큰  90°와 

270°에서 최댓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멘트 

계수 ( )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며 유동의 입사각에 

따른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바람의 

입사방향에 따른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상부구조

물에 작용하는 압력 등고선 및 유선의 변화를 Fig. 14와 Fig. 

15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12 Coefficient of wind loads acting on the top side 

of semi-crane

Fig. 13 Coefficient of wind loads acting on the top side 

of transport barge

< 0˚> < 90˚>

< 180˚> < 270˚>

Fig. 14 Cp contour and streamline of semi-crane by incident 

angle (top side)

< 0˚> < 90˚>

< 180˚> < 270˚>

Fig. 15 Cp contour and streamline of transport barge by 

incident angle (top side)



5.3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및 모멘트 산정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조류의 입사방향에 따른 반잠수

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계수 및 모멘트 계수를 산정하였다. 조류하중의 경우 해저면 

점착조건으로 인해 형성되는 점성경계층의 영향이 수면 근처

에서는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균일 유동(uniform flow) 정상 

상태(steady state)에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6와 Fig. 

17은 각각 유동의 입사각에 따른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

인선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및 모멘트 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6에 나타난 해상크레인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종방향 항력계수 ( )를 살펴보면 0°보다 180°근방에서 상

대적으로 더 큰 항력계수가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반잠수식 해상크레인의 선수부에 설치된 지지구조물의 전면적

보다 해상크레인이 탑재되는 선미부의 지지구조물의 전면적이 

구조적 안전성을 위하여 더 넓으며 하부선체(lower hull)의 선

수부가 선미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선형으로 되어 있음에 기인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횡방향 항력계수 ( )를 살펴보면 조류

의 입사방향과 축방향이 일치하는 90°보다 70°또는 110°에

서 더 큰 항력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해상크

레인의 상부구조물에서 언급하였듯이 반잠수식 하부구조물 형

상의 특성상 70°와 110°에서 조류의 입사면적이 더 넓어짐

으로 인한 항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Fig. 17은 조류의 입사방향에 따른 예인선에 작용하는 조류

하중 및 모멘트 계수를 보여준다. 예인선 하부구조물의 좌우대

칭성으로 인하여 180도를 기준으로 항력 및 모멘트 계수가 비

슷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7에 나타난 

종방향 항력계수 ( )를 살펴보면 0°와 180°에서 통상적으

로 알려진 바지선에 작용하는 항력계수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6 Coefficient of current loads acting on the sub 

side of semi-crane

이와 같은 이유로는 흘수를 기준으로 절단된 예인선을 상, 하

부로 나누어 이중모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을 때 하부 쪽 

형상을 살펴보면 항력에 영향을 주는 유동방향에 수직으로 받

는 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중모형에 대한 수치계산을 수행할 경우 조

파저항성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결과보다 적은 

값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추후 조파저항성분을 포함한 계산을 수행한 후 계산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횡방향 항력계수 ( )의 경우 조류의 입사면적이 가장 큰 

90°와 270°에서 최댓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류의 입사방향에 따른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 등고선 및 유선의 변화를 Fig. 18

와 Fig. 19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17 Coefficient of wind loads acting on the sub side 

of transport barge

< 0˚> < 90˚>

< 180˚> < 270˚>

Fig. 18 Cp contour and streamline of semi-crane by incident 

angle (sub side)



< 0˚> < 90˚>

< 180˚> < 270˚>

Fig. 19 Cp contour and streamline of transport barge by 

incident angle (sub side)

5. 결    언   

본 논문에서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반잠수식 해상크레

인 및 예인선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였다.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산정에 앞서 구조물이 없는 평

판에서 바람경계층 형성을 위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통상적으로 풍공학에서 사용되는 이론식과 유사한 

경계층을 모사하였다. 

또한, 풍하중계수는 속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인선에 대한 속도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속도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한 항력 및 모멘트 계수가 산정

됨을 확인하였다.

위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반잠수식 해상크레인과 예인선의 상

부에 작용하는 풍하중 계수 및 모멘트를 산정하였으며 상부구조

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의 경우 전체적으로 횡 또는 종방향 항력 

계수에서 수풍면적의 차이로 인해 유동의 입사방향과 축방향이 

일치하는 입사각보다 ±30°의 입사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항력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및 모멘트 계수

를 살펴보면 반잠수식 해상크레인의 경우 크레인 설치로 인한 

안전성 확보에 기인하여 선수부와 선미부의 지지구조물 면적의 

차이 때문에 0°보다 180°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항력이 산정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인선의 경우 조파저항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이중모형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종방향 항력계수 

( )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지선에 작용하는 항력계수보다 작

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후 조파저항성분을 

포함한 계산을 수행한 후 계산 결과를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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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소형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등에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어

업 시 전체 유류비의 60~65%를 집어등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

다. 어업 시 집어등 전력으로 풍력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유류비 

절감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질 수 있

다. 집어등 전력으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

항 시 풍력터빈에 의한 발전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발전된 에너

지를 저장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선박의 경우 한 방향으로만 

운항하지 않아 풍향이 불규칙하다. 따라서 풍향에 관계없이 발

전할 수 있는 풍력터빈이 요구된다. 풍력 터빈은 회전축 방향에 

따라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나뉜다. 이 중 수직축 풍력터빈은 발

전효율이 낮지만, 풍향에 관계없이 발전가능하고, 구조적인 측

면이나 설치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한국전력기술인협회, 

2009). 하지만 소형 선박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

조물의 크기가 작아져야한다. 따라서 수직축 풍력터빈의 효율을 

높여 구조물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akao et al.(2008)의 수직축 풍력터빈을 이용하여, 

향 후 소형 선박에 적용 가능한 1 kW급 수직축 풍력터빈의 설

계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동해석 결과는 Takao 

et al.(2008)의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대상모형 날개 아

래에 수평판을 설치하여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도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동해석으로부터 얻어낸 대

상모형들의 출력계수를 이용하여 1 kW정도의 발전량을 가지는 

터빈으로 대상모형들의 크기를 증가시켰다. 크기가 증가된 터빈

들은 다른 1 kW급 수직축 풍력터빈들의 크기와 비교함으로써 

터빈 크기 감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모드해석을 통

하여 구조물들의 공진 안전성을 파악하였다.

2. 대상모형 

본 연구에서는 Takao et al.(2008)의 수직축 풍력터빈을 이용

하였으며, 이 터빈은 대칭형 날개 3개를 가지는 자이로밀 형이

다. 주요제원은 Table 1과 같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vertical-axis wind 

turbine(Takao et al., 2008) 

Foil shape NACA-0015

Chord length[m] 0.137

Radius[m] 0.300

Span length[m] 0.700

c/R 0.457

Number of blades 3.000

Pitch angle 0.000

3. 유동해석  

3.1 유동해석방법

유동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 6.3을 이용하였다. 지

배방정식으로는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사용하였

다. 난류모델은 2차원 날개의 실속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SST k-ω transitional flow를 사용하였다(황미현 등, 

2010). 

3.2 격자생성

격자는 Fig. 1과 같이, 날개 주위를 원통 형상으로 생성하고, 

moving mesh법을 이용하여 날개의 회전을 고려하였다. 또한 

경계층 해석을 위하여 y
+<30이 되도록 하였다. 

3.3 유동해석결과

유입속도 9m/s(Re=3 x 10
6)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Takao et al.(2008)의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서의 유동해석 결과와 Takao et al.(2008)의 모형시험를 

비교한 그림이다. 유입속도 9m/s에 대한 유동해석결과는 Takao 

et al.(2008)의 모형시험결과와 정성적으로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kao et al.(2008)의 모형시험 결과에서는 TSR=1 근처에

서 출력계수의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동해석에서는 

TSR=1.2 근처에서 출력계수의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동해석에서의 최대출력계수는 Takao et al.(2008)의 모형시험

결과에 비하여 약 10% 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kao et 

al.(2008)에서는 날개를 제외하고 중심축등 그 외의 구조물들에 

대한 제원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유동 변화, 

항력등이 고려되지 못하여 유동해석과 모형시험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유입속도(6m/s, 

Re=2 x 10
6)의 유동해석을 수행하므로 레이놀즈 수에 따른 출력

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2에서 두 유입속도(6, 

9m/s)의 유동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정량적(최대 약 5%오차), 

정성적으로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레이놀즈 수 차이

에 의한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축 풍력 터빈의 효율을 높이고자 터빈의 

날개 아래에 수평판을 설치하였다. Fig. 3을 보면, 수평판으로 

인하여 날개 끝 아래에서 발생되는 와류가 감소되었으며, 유동

이 날개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를 보면, 

수평판으로 인하여 TSR=1.2 부근에서 두 유입 속도 모두 약 

50%정도의 출력계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 Grid system for the present numerical simulations

Fig. 2 Comparisons of the power coefficients of the vertical-axis 

wind turbine(Takao et al. 2008)

Fig. 3 Flow chracteristics around the vertical-axis wind turbines 

(w/o bottom plate, w/ bottom plate)



Fig. 4 Comparisons of the power coefficients of the vertical-axis 

wind turbines(w/o bottome plate, w/ bottom plate)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1kW class vertical-axis 

wind turbines

w/o 
bottom 

w/ 
bottom 

Cho et 
al.(2010) 

Cho(2011)

Rated wind 
velocity[m/s[

12

Chord length[m] 0.466 0.384 0.500 0.500

Radius[m] 1.020 0.840 0.920 1.180

Span length[m] 2.380 1.960 2.940 2.940

Reynolds number 1.3 x 107 1.1 x 107 1.2 x 107 1.5 x 107

Number of blades 3

본 연구에서는 대상모형을 1 kW정도의 발전량을 가지는 수직

축 풍력터빈들로 그 크기를 증가시켰다. 또한 크기가 증가된 터

빈들은 조우석 등(2012)과 조윤정 (2011)의 1 kW급 자이로밀 형 

수직축 풍력터빈들의 크기와 비교하여 보았다. 대상모형의 크기

를 증가할 때 정격풍속은 조우석 등(2010), 조윤정(2011)과 같은  

12m/s를 사용하였으며, 출력계수는 유동해석 결과를 참고하여 

TSR=1.2에서의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2를 보면, 수평판이 없

는 터빈의 크기는 조우석 등(2010)과 조윤정(2011)의 터빈들 크

기와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평판이 설치된 터빈의 크

기는 효율이 증가하여 다른 세 가지 터빈들의 크기보다 상대적

으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영면적의 경우 최대 약 

30%까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모드해석

본 연구에서는 풍력 터빈의 공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ANSYS로 모드해석(modal analysis)을 수행하

였다. 모드해석은 크기가 증가된 1 kW급 수직축 풍력터빈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수평판은 원형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직

경은 유동해석결과를 참고하였다. 수평판은 터빈 앞쪽의 Z방향 

유동에 영향이 크지 않은 직경으로 결정하였으며, 터빈의 회전 

반경에 약 115%이다. 모드해석 시에는 전체 구조물의 형태가 갖

추어 져야하기 때문에 조우석 등(2010)과 조윤정(2011)의 터빈들

이 가지는 중심축과 스트럿의 길이, 직경을 참고하였다. 중심축

은 날개길이의 약 115%, 직경은 날개현 길이의 30%로 결정하였

다. 또한 스트럿의 직경은 중심축의 50%로 결정하였다. 수직축 

풍력터빈의 재료는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4.1 격자생성 및 경계조건

날개에서는 격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정육면체 격자를 사용하

였으며, 중심축과 스트럿에는 원통형상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하

여 사면체로 격자를 생성하였다. 경계조건은 샤프트의 바닥을 

구속하고, 날개 회전을 고려하여 샤프트의 회전방향은 자유로

이 하였다. Fig. 5는 모드해석에 사용된 대표적인 격자생성결과

를 보여준다.

4.2 모드해석결과

Fig. 6과 7을 보면, 공진이 발생하였을 때 스트럿의 진동으로 

인하여 날개 쪽에 더 큰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평판을 설치한 경우 고유진동수는 수평판이 없는 경우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축 풍력터빈 설계에 

수평판을 설치하여도 고유진동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은 TSR에 따른 풍력 터빈의 진동수와 모드해

석결과의 고유진동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크기가 증가된 1 kW

급 수직축 풍력터빈들은 공진에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Grid system for the modal analysis

Fig. 6 Results of the modal analysis(w/o bottom plate)



Fig. 7 Results of the modal analysis(w/ bottom plate)

Fig. 8 Resonance safety according to the TSR  

5. 4.99톤 어선에 적용가능성 검토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4.99톤 어선에 적용가능성을 개략적

으로 검토하였다. Fig. 9는 4.99톤 어선의 일반배치도 중 측면도

이다. 조타실 위쪽을 보면 GPS가 설치된 부분에 길이방향으로 

약 1m의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풍력터빈을 설치하고 그 위에 

GPS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면, 수평판이 있는 터빈

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ED 집어등 사업으

로 개당 160W의 소비전력을 가지는 LED 집어등을 총 90개 정

도 사용할 경우 유류비를 약 68%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Fig. 9 General arrangement of the G/T 4.99 ton class fishing 

boat(profile)

여기서 한 개의 1 kW의 수직축 풍력터빈으로는 6개정도의 

LED 집어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약 2%정도의 소비전력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향 후 소형 선박에 적용 가능한 1 kW급 소형 

수직축 풍력터빈의 설계를 위하여, 유동해석과 모드해석을 수행

하였다. 터빈의 날개 아래에 수평판을 설치하므로 효율이 약 

50% 증가하였으며, 터빈의 투영면적을 최대 약 30%정도 감소시

킬 수 있어 4.99톤 어선과 같은 소형 선박에 설치 가능한 소형 

풍력 터빈 설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진회피 설계를 

위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수평판을 설치하여도 고유진동

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풍력터빈이 소형 선박

에 설치가 되었을 때 기진력에 의하여 풍력 터빈의 진동이 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스트럿의 굵기나 내부를 보강하여 수평판과 

날개의 고유진동수를 높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어

선등과 같은 소형 선박에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크

기가 매우 작아져야 한다. 따라서 발전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

록 회전면적비, 날개 형상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할 것이다. 또

한 더 큰 용량을 가지는 수직축 풍력터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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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제선의 제작은 극도로 제한이 되며, 시제선의 제작이 가능하

다고 하더라도 이들 구조물의 유체역학적인 성능을 모든 임의

의 파랑환경 하에서 실험에 의해 평가하기란 힘들다.

선박은 열악한 해상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슬래밍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비선형성이 강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선박

의 안전성 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해역에서 관측되어지

는 파랑은 여러 방향으로부터 에너지가 전달되는 다방향 불규

칙 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선박의 운동에 관한 응답특성은 

실해역 파랑의 방향성에 의해 크게 변화한다. 또한 파랑 성분

간의 상호간섭으로 인해 저주파 혹은 고주파의 서로 다른 형태

의 공진 현상을 불러 일으켜 선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선박의 일생동안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진폭의 선

체운동에 대한 예측은 선박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중 선박의 운동이나 저항증가에 기인하

는 비선형성이 강한 파랑외력 하에서 선체의 운동을 평가하기 

위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KCS 모형

선의 2자유도 운동에 적용하고 Simonsen et al. (2008)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수치 모델링

2.1 수치 모델링

시간 변화하는 표면적 벡터  를 갖는 검사체적   내의 

비압축성 및 점성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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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3)

여기서 는 시간, 는 속도 벡터, 는 요소 표면적 벡터, 

는 요소 체적, 는 검사체적의 운동에 따른 표면적 벡터의 이

동 속도 벡터, 는 응력 텐서를 나타낸다. 또한, 는 항등텐서, 

 는 레이놀즈 수, ∇은 구배 연산자,  는 전치 연산자, 

′ ′는 레이놀즈 응력이다. 또한 는 정수압이 포함되지 않

은 무차원 압력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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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ze of simulation domain

Domain X Y Z Radius

Outer -1.3:2.5L -1.0:0.0L -1.0:0.2L

Inner -0.65:0.82L 0.2L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Case-I Case-II

Froude's number 0.26

Wave/ship length () 1.15 2.0

Wave amp/ship length () 0.01 0.0167

여기서, 는 압력, 는 연직 상방향의 자유표면 위치,  은 

Froude 수를 나타낸다.

상술한 지배방정식 (1)과 (2)는 유한적분법에 의해 이산화되

며, 개량된 MAC법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시간 스텝의 경

계조건을 이용하여 풀리게 된다(Rosenfeld, 1991; Orihara and 

Miyata, 2000; 2003). 이류항에는 3차 정확도의 QUICK 스킴을, 

그 외에는 2차 정확도의 중심차분 스킴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

간적분에는 2차 정확도의 양해법을 적용하였다. 압력 해법에는 

SOR법을 이용한다. 난류 모델로는 선체의 중앙부분까지는 

Baldwin-Lomax의 0방정식 모델을, 그 이후는 Dynamic sub 

grid scale(DSGS) 모델과 선형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한다.

자유표면의 운동학적 조건은 밀도함수법(Miyata et al., 1988; 

Park et al., 200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밀도함수  의 수

송방정식을 풀어 만족시킨다.


 




 
          (4)

여기서, 밀도함수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n fluid region
  on the free sur face
  in external region      (4)

자유표면 상부 영역에의 압력과 속도는 자유표면의 역학적 

조건을 만족하도록 외삽한다.

2.2 격자계 

격자계는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첩 격자계를 사용한

다. Fig. 2의 내부 격자계는 물체를 포함하는 격자계로서 O-O

나 O-H 형태의 경계 적합 격자를, 외부 격자계는 H-H 형태의 

단순한 직교 좌표계를 채용한다. 외부와 내부 격자계에서의 물

리량은 선형 보간을 통해 교환된다. 한편, 물체의 운동은 내부 

격자 전체를 선체의 중심에 고정한 운동 좌표계를 이용하여 표

현하고 있으며 지배방정식의 이류항에는 내부 격자계의 운동

에 의한 이류 속도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외부 격자계는 수치

수조로서 각종의 수치 파랑 환경 재현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박종천 등, 2003), 평면운동만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계 이동이 

고려된다.

3. 수치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조건

계산 영역의 크기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선체의 폭방향에 대

해서는 반폭만 고려가 되었으며, 중심면에 대해서는 대칭경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사용된 총 격자수는 내부 영역에 

130×21×70개, 외부영역에 146×31×41개이다.

대상 선형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추진기가 부착되지 

않은 KCS 모형선이며, 선속을 고정하고 두 가지의 선수 규칙 

파랑 조건을 달리하며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

션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낸다. 단, 갑판침수를 피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갑판 상부에 부가적으로 선체를 연장시켰다.

Fig. 1 Overall view of overlapped computational domain

Fig. 2 Inner computational domain

Fig. 3 Body plan of KCS model



Fig. 4 Distribution of grid points on the extended hull surface

3.2 시뮬레이션 결과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Simonsen et al. (2008)

의 실험 결과와 비교되어 진다.

Figs. 5~6은 Case-I의 조건하에서 얻어진 상하동요(Heave) 및 

종동요(Pitch)를 Figs. 7~8은 Case-II의 조건하에서 얻어진 결과

를 각각 나타낸다. Case-I의 시뮬레이션 경우 상하동요 결과에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값과 점점 위상차가 발생하고, 

Case-II의 경우 상하동요가 크게 예측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종

동요의 경우 양 쪽 모두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됨을 알 수 있다. 

실험과의 좀 더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시계열 결과값들의 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 해석을 실시하고 1차 조화 진폭

을 서로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낸다. 상하동요의 경우 Case-I

는 15%, Case-II는 36%의 차이를 보이나, 종동요의 경우 1% 범

위 내에서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갑판침

수를 방지하기 위해 본 시뮬레이션에서 KCS 모형의 상부형상

을 개량하여 갑판침수의 영향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5 Time history of heave motion of KCS for Case-I

Fig. 6 Time history of pitch motion of KCS for Case-I

Fig. 7 Time history of heave motion of KCS for Case-II

Fig. 8 Time history of pitch motion of KCS for Case-II

Fig. 9 Comparison of 1st harmonic amplitude of heave

Fig. 10 Comparison of 1st harmonic amplitude of pitch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랑중 선박의 운동이나 저항증가에 기인하

는 비선형성이 강한 파랑외력 하에서 선체의 운동을 평가하기 

위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KCS 모

형선의 2자유도 운동에 적용하고 Simonsen et al. (2008)의 실

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파랑환경 하에서 

종동요는 실험과 1% 이내에서 실험치와 잘 일치하는 반면 상

하동요는 다소 큰 값을 보였다. 이는 본 시뮬레이션에서 갑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KCS 모형의 상부형상을 개량하여 갑판

침수의 영향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뮬레이션 기술은 다양

한 파랑중 선체 운동 문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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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cessive yaw motion of turret moored vessel is investigated. The floating body is moored by internal turret and catenary 
mooring.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in regular waves. Turret moored vessel can oscillate side to side or move to one direction, large yaw 

motion. The results shows that the excessive yaw occurs for particular condition, ratio of wave lengths and wave period. The time series, 
comparison of moments and time domain analysis are performed. The analysis shows that force and ratio of wave lengths and vessel length 
influence the excessive yaw motion. The static analysis and time domain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wave drift moment is the main parameter 

of excessive yaw motion.

1. 서    론  

해양구조물이 설치 해역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유지를 해야 한다. 위치 유지를 위해 일점 계류, 다점 계류, 터렛 

계류 등 다양한 계류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터렛 계류

된 부유체는 터렛을 중심으로 환경 외력에 따라 선수각이 이동

(Weathervaning)하여 부유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이 때 터렛 계류된 부유체는 특정 파도 주기에서 과대한 

선수동요를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hillamcharla, et al., 

2009).

과대선수동요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발생원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Yadav 

& Thiagarajan(2007)는 터렛 위치와 파도 주기에 따른 과대 선

수동요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과대 선수동요 발생주기를 확인하

였고, Munipalli & Thiagarajan(2007)은 파경사에 따른 선수동요 

해석을 통해 전후동요와 좌우동요의 연성 영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터렛 계류된 부유체의 운동실험을 통해 과대선

수동요가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였고, 터렛에 작용하는 모멘트

와 부유체에 작용하는 파랑 외력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모멘

트 비교를 통해서 과대선수동요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영역 수치해석 겱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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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실험 

2.1 모형 및 환경 조건
모형시험에 사용한 구조물은 FSRU(Floating Storage & 

Regasification Unit)이다. 계류시스템으로는 내부 터렛(internal 

turret)과 현수선 계류 시스템(catenary mooring system)을 사용
하였다. Fig. 1은 터렛 계류된 FSRU 모형을 보여준다. 모형의 축
척비는 60이다. 

Fig. 1 Photo of t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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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 조건은 Table 1과 같고, 파도는 모형의 선수 방향에서 

입사되었다. 규칙파 주기는 6~22초(/Lpp 0.18~2.40)이고 파경

사는 20으로 고정하였다. 파랑 중 6자유도 운동 계측은 비접촉 

광학식 운동 계측 장비 RODYM6D를 사용하였다.

2.2 모형실험 결과

규칙파 중 모형실험은 반사파가 도달하기 전 5~20개 정도의 

신호를 사용하도록 ITTC(2002)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 

과정(Transient process), 장주기, 비선형 효과가 중요한 경우 반

사파를 포함하여 긴 구간의 해석이 필요하다. 터렛 계류된 부유

체의 규칙파 중 모형실험은 선수각 회전으로 인해 정상 상태

(Steady state)의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선기준으로 2,300초 동안 실

험을 수행하였다. 

파주기에 따른 최대 선수동요를 Fig. 2에 정리하였다. 30도 이

상의 과대 선수동요가 발생하는 구간은 주기 15~20초로 확인되

었다. 이 구간의 /Lpp는 1.11~1.98이다. 과대 선수동요가 발생

한 구간 중 T=10, 16, 19 sec의 수평면 운동에 관한 시계열 데이

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주기 10초 규칙파에서는 과대 선수동

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파주기 16, 19 sec에서는 과대 선수동요

가 발생하였고, 1,000 sec 이후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Table 1 Test condition of regular waves

ID Tw [s]ω[rad/s] λ[m] λ/Lpp λ/H H [m]

RW01_30 6 1.05 56.19 0.18 29.98 1.87 

RW02_30 8 0.79 99.89 0.32 29.99 3.33 

RW03_30 10 0.63 156.08 0.50 29.99 5.20 

RW04_30 12 0.52 224.75 0.71 30.33 7.41 

RW05_30 13 0.48 263.77 0.84 30.67 8.60 

RW06_30 14 0.45 305.91 0.97 31.22 9.80 

RW07_30 15 0.42 351.17 1.11 31.87 11.02 

RW08_30 16 0.39 399.56 1.27 32.67 12.23 

RW09_30 17 0.37 451.06 1.43 33.61 13.42 

RW10_30 18 0.35 505.69 1.61 34.61 14.61 

RW11_30 19 0.33 563.44 1.79 35.71 15.78 

RW12_30 20 0.31 624.31 1.98 36.88 16.93 

RW13_30 22 0.29 755.42 2.40 39.32 19.21 

Fig. 2 Maximum yaw angle for regular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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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results



3. 수치해석

3.1 부유체 운동 및 파랑 표류력 주파수 영역 해석

부유체 주위의 파랑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포텐셜 유동 모델을 

적용하였다. 비압축성, 비점성의 이상유체를 가정하여 선형 속

도 포텐셜 에 대한 경계치 문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in    (1)



     




        on   (2)



                                       on   (3)



                                   on  ,   (4)

여기서 는 유동장 영역을 지시하며,  ,  ,  , 는 

각각 자유표면경계, 물체표면경계, 바닥경계 그리고 벽면경계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중력가속도와 선형 파고이다. 은 

물체표면의 법선속도이며, 은 법선벡터를 나타낸다.

선형 경계치 문제 식 (1)~(4)을 풀기위해 파랑그린함수(Wave 

Green Function)을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에서는 속도 포텐셜과 물체 형상

을 9절점 2차 사각 요소로 표현하고 있으며, 경계치문제에 대한 

적분 방정식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이 때 특이 주파수 제거

는 Hong(1987)의 방법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은 여

러 검증계산을 통해 그 효율성 및 정확도가 검증된 바 있다. 

(Choi et al., 2000) 




  





 



 

(5)

3.2 파랑 표류력

2차항 이상의 비선형 파랑하중은 자유표면의 비선형성과 물

체의 운동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섭동법에 근거하여 Pinkster 

(1980)는 2차항 압력을 선체 표면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아래

와 같은 2차항 파랑하중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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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에서 5번째항을 제외하면 선형 물리량의 곱으로 구성된 

힘  들로 각각 선박운동에 대한 상대파고 제곱에 의한 

힘, 속도 제곱에 의한 힘, 압력변화와 선형운동의 곱에 의한 

힘, 회전운동에 의한 법선벡터의 변화에 의한 힘이다. 이 힘들

은 선형문제를 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지막 항은 2차항 운

동에 따른 유체복원력  이며, 선형문제에서와 동일하다. 

(Choi et al., 2000) 

3.2 시간영역 해석

시간영역에서 부유체 운동 해석은 시간 기억함수에 대한 컨볼

류션 적분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때 시간 기억함수는 단위 

속도에 대한 파랑 방사력의 응답함수로써, 주파수영역 부유체 

운동 해석결과인 부가질량과 감쇠계수를 푸리에 역변환하여 얻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고차경계요소법 기반의 주파

수영역 부유체 운동 해석프로그램인 MLINHYDH (Choi et al., 

2001)를 이용하여 유체동역학 계수들을 구하였다. 시간영역 부

유체 운동에 관한 기본 방정식은 식 (7)로 표현될 수 있다.






  ∞  


       

    

      (7)

여기서 와 ∞는 각각 질량행렬, 무한주파수 부가질량행렬

을 나타낸다.  는 시간 기억함수이며, 는 선형 점성 감쇠력 

행렬이다. 는 선형 복원력 행렬이며, 는 부유체의 변위를 나

타낸다. 은 고려하는 부유체의 수이며, 총 자유도는  이다. 

우변의 항들은 부유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보여주고 있다. 

 ,  는 각각 선형 파랑 기진력, 계류력을 나타낸다. 이 

때 선형 파랑 기진력은 주파수영역 해석 결과를 선형 중첩하여 

이용하였으며, 계류력은 좀 더 복잡한 모델을 도입하기 전에 1

차적으로 전후, 좌우, 선수동요 방향으로 선형 복원력을 추가하

는 방식으로 고려하였다.

4. 해석 결과 및 고찰

4.1 주파수영역 해석 결과

주파수영역 해석을 위해 사용한 격자는 Fig. 4에 도시하였다. 

사용된 절점의 수는 4000개 이다. 규칙파 중 FSRU의 상하동요

와 종동요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을 Fig. 5에 나

타내었고, 운동은 일반적인 부유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6에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 방향의 파랑 표류력 계

산결과를 표시하였다. 실험에서 과대 선수동요가 발생한 구간

인 15~20 sec에서 파랑 표류력의 주목할 특징은 전후동요에서 

나타난다. 이 구간에서 전후동요 표류력은 작지만 양의 값을 

가진다. 선수 방향으로 평균 표류력이 작용한다. 좌우 방향의 

파랑 표류력은 전후 방향의 파랑 표류력과는 반대로 횡파에서 

선수파로 이동할수록 파랑 표류력이 작아지고 선수동요 파랑 

표류 모멘트는 120도에서 최대가 된다.



Fig. 4 Mesh for F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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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tion RAO of F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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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ave mean drift forces and moment acting on FSRU

4.2 선수동요 모멘트 해석

터렛 계류 시 선수각 변화에 따른 모멘트 평형은 Fig.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터렛과 부유체 중심에 작용하는 좌우동요 힘과 모

멘트의 평형식(식 8)으로 선수각 회전을 판단할 수 있다. 터렛에 작

용하는 모멘트와 부유체 중심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가 다르면 부

유체는 터렛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모멘트 평형이 되면 선수각 

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 Table 2는 모멘트 평형 조건으

로 과대 선수동요가 발생하는 주기를 실험과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

이다. 모멘트 평형을 사용하여 과대 선수동요 예측은 실험과 비교

했을 때 비교적 정확함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조류 중에서의 결



과로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조류가 없는 상태에서 규칙파 주

기 13, 17, 19 sec에 대하여 표류 모멘트와 터렛 모멘트를 비교하여 

Fig. 8에, 조류가 있는 조건에서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조

류는 정상 하중으로 작용하여 과대선수동요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Diagram of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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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moment withou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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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moment with current 

4.3 시간영역 해석

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계류해석 프로그램인 KIMAPS(2001)

을 이용하여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터렛 계류는 

전후, 좌우, 선수동요 방향의 선형 복원력으로 모델링하였다. 시

간영역 해석 결과는 모형시험과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였고 규칙파 주기 10, 15, 16 sec 조건에서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

수동요를 Fig. 10에 도시하였다. 파주기 10 sec에서는 전후동요가 

나타나고 선수동요가 발생하지 않지만, 15, 16초에는 과대 선수

동요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KIMAPS를 활용하여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한 결과 예를 Fig. 11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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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graph of regular wave time series in numerical

Fig. 11 Comparison of moment (T=22 sec)???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렛 계류된 부유체의 파랑 중 운동 모형실험

을 수행하였다.  /Lpp 1.11~1.98 구간(T=15~20 sec)에서 과대 

선수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구간에서 파랑 표류

모멘트가 터렛 모멘트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선수동요를 

유발하는 파랑 표류모멘트와 짝힘으로 작용하는 터렛 모멘트의 

차에 의해서 과대선수동요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시간영역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정성적인 결과가 일치

하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주요연구사업 “해양구조물의 이

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의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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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동유장  진하며 동요하는 2차원 수 익에 의한 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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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hrust 추려, Unsteady flow filed 비정상 유동장, Oscillating hydrofoil 동요하는 수 익, Analytic approach 해석  방
법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a two-dimensional hydrofoil that is fully submerged and oscillating with forward speed. The flow field 
is assumed as the propagating vertical velocity field. Using the perturbation theory, the problem is linearized, and the leading-order lift 

force is surveyed. The thrust force is analytically derived as the second-order horizontal force. As an example, the lift and thrust for a 
flapping flat plate in heaving and pitching modes are analyzed. The parameters affecting the thrust is listed.

1. 서    론 

비정상 날개이론은 도 는 변동풍 에서의 날개를 가진 

선박  비행기에 작용하는 하 해석  동요하는 날개에 작용

하는 하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한 조류의 

비행  해양생물의 유 을 해석하는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Wu, 1971; Grue et al., 1987).

2차원 날개이론에서 Theodorsen (1935)은 조화운동을 하는 날

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Theodorsen 함수를 사용하여 해석하

고, von Karman and Sears (1938)는 비정상 운동을 하는 날개

에 한 양력이론을 수립하 다. 조화운동을 하는 날개에 작용

하는 추력은 Garrick (1936)에 의해 해석되었는데 추력은 2차항

의 힘으로 날개 앞 흡입력(Leading edge suction)과 날개의 회

운동에 의한 양력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으로 조화변

동하는 유장  고정된 날개에 한 양력은 Sears (1941)에 의해 

연구되었고, Greenberg (1947)는 추력발생에 해 고찰하 다. 

한편, Kaplan (1955)은 하는 랑  동요하는 날개에 한 

양력과 항력을 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성 유체  2차원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과 

추력을 섭동법에 근거하여 해석 으로 도출하 다. 날개는 조화

운동을 하며 유체장 한 속도를 가지는 조화변동유장이다. 

선형이론에 따라 문제를 정수  진하며 동요하는 날개문제와 

변동유장  진하는 고정된 평 문제로 나 어 해석하고 

교신 자 최윤락: 울산 역시 남구 학로 93

052-259-2158  yrchoi@ulsan.ac.kr

(Newman 1977), Kaplan (1955)에 근거하여 양력을 도출하 다. 

선형문제의 해를 사용하여 변동유장  날개운동에 의한 추력발

생 기구를 해석하 다. 해석 로 동요하는 평 에 한 양력과 

추력의 해석  해를 제시하고 이들에 미치는 매개변수들을 살펴

보았다.

2. 문제의 정식화

Fig. 1과 같이 음의 방향으로 하는 수직조화변동유장을 

가정한다. 그림에서  ,  ,  ,  , 그리고  는 각각 변

동유장의 속도, 장, 수, 진동수, 그리고   수직

방향 유체속도이며, 는 수직속도의 복소진폭이다.

Fig. 1 Propagating oscillatory flow field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의 유체장에 양의 방향으로 진하며 동요하는 Fig. 2

와 같은 날개를 가정한다. 그림에서 은 날개의 길이,  는 날

개의 동요에 의한 후류와도(Vortex wake)의 장, 그리고 는 

진속도이다. 이 날개는 조우진동수(Frequency of encounter)

로 동요운동을 하게 되며, 날개의 평균 치에 고정된 물체고정 

좌표계에서 볼 때 음의 방향으로 의 속도로 유체가 유입되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변동유장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조우진동수  는 다음과 같으며, 후류와도의 장 

은 조우진동수와 진진속도로 표 된다.

 ,    


                                 (2)

Fig. 2 Oscillating hydrofoil with forward speed

날개의 앙각과 두께가 작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수직변동류의  

속도크기가 에 비해 작다고 가정(  ≪  )한다. 이러한 가

정에 하에, 섭동법에 따라 비 성 유체의 비회 성 유동장  

선형 양력문제(Linear lifting problem)를 구성하면, 날개면 의 

유동은  에서의 유동으로 표 할 수 있고 날개는 평균 캠

버선(Mean camber line,    )으로 간주할 수 있다 

(Newman 1977). 물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for   

           (3)

여기서,   는  에서의 수직방향 유속이다. 그리고 

Kutta 조건으로 뒷 (Trailing edge)에서의 유속이 유한하다는 

조건을 부과한다. 선형 첩의 원리에 따라 식 (3)의 물체경계조

건은 정수  평균 캠버선을 가진 날개의 동요운동에 의한 경계

조건과 고정된 평 에 음의 수직방향 변동유속이 작용할 때의 

경계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4)

     




                              (5)

     
                                    (6)

3.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모우먼트

이 두 문제는  인 면에 보오텍스를 분포시켜 해석할 수 

있고 (Newman 1977),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선형 압력차를 

분하여 양력을 구할 수 있다. 먼  동요하는 날개 문제의 선형 

물리량인 양력  과 모우먼트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heodorsen, 1935).

 










 

 

 










 

 



 

 


 


  










          (7)

 









 

 



    










 

 



 



 


 


  










                                                       (8)

여기서, 는 유체의 도, 는 모우먼트 심이다. 그리고  

는 Theodorsen 함수이고 무차원 라미터 는 reduced 

frequency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9)







                                          (10)

식 (9)에서 
와 

는 제2종의 Hankel 함수들이고,  

와  는 실수함수들로 각각 Theodorsen 함수의 실수부와 허

수부이다.  는 후류와도에 의한 기억효과(Memory effect)를 

나타내며    로 가정하면 후류와도에 의한 기억효과를 고

려치 않는 정  해석의 결과이다 (Newman 1977). 한편 추력

해석을 해 사용되는 앞 (Leading edge)에서의 보오텍스 세기

의 근값은 다음과 같다.

  lim
→ 
  



 



 















 

 

 










 


 








 





 










      (11)

한편 변동류  고정된 평 문제의 해석에는 식 (5)와 (6)에서 

알 수 있듯이 식 (7)과 (8), 그리고 식 (11)에서   신 

  를 입하면 된다. 이 경우 분항 들은 해석 으로 구

해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13)

   
                      (14)

이 식들에서 와 은 제1종의 Bessel 함수들이며  는 확

장된 Sears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16)

식 (12)와 (13)은 Kaplan (1955)이 얻은 결과와 동일하다. 

 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 경우 Sears (1941)의 결과와 

동일하며, 이는 공간 인 수직변동유장( ) 을 진행하는 평

문제를 의미한다. ≪인 경우, 즉 날개가 변동류의 장보다 

매우 작은 경우 날개는 공간 으로 크기가 거의 일정한 수직 시

간 변동유장에서의 결과를 의미하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for ≪             (17)

한 →∞인 경우, 즉 날개에 비해 변동류의 장이 매우 짧

은 경우에는 lim
→∞
  이고 식 (12)와 (13)에 따라 양력과 모

우먼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고정된 평 날개에 매우 작은 

장의 변동류가 있을 경우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두 문제 결과의 선형 합으로부터 원래문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8)

4. 날개에 작용하는 추력

추력은 2차항의 힘으로 앞 흡입력()과 날개의 회 운동에 

의한 양력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Garrick 1936). 이들은 2

차항의 힘으로 선형 물리양의 곱으로 표 되며, 시간평균값을 

취하면 추력을 얻을 수 있다.


   ≡ 

                   (19)

  

 


 





  ≡ 

 
 (20)

여기서, 는 날개의 회 운동이며 다음과 같이 복소진폭 의 

조화운동을 한다.

 
                                           (21)

식 (7)과 (12), 그리고 식 (11)과 (14)를 이용하여 추력을 계산

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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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6)

여기서, *는 공액복소수를 의미하며,  ,  , 그리고 는 날개의 

운동인  와 련된 분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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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만약 을 가정하면 Garrick (1936)의 결과와 같고, 

  를 가정하면 Greenberg (1947)의 결과와 같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력에 한 결과는 하는 수직조화

변동유장에서 진하며 동요하는 날개에 용가능하다.

5. 평  날개에 한 용

상하 칭인 날개의 평균 캠버선은 평 날개와 동일하다. 본 

장에서는 Fig. 3과 같이  을 회 (Pivot point)으로하는 

평 날개를 고려한다. 그림에서 와 는 회 운동과 회 에서

의 상하운동이다.



Fig. 3 Oscillating plat plate

이 평 의 운동은 다음과 같다.

                                         (30)

 의 진동수로 조화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31)

로 표 할 수 있고 여기서 와 는 각각 상하운동과 회 운동

의 미소 복소진폭으로 다음과 같은 상각을 가진다.

   
    

                                (32)

식 (5)로부터 날개운동의 복소진폭은 다음과 같다.

                                    (33)

이를 사용하여 식 (7)과 (8)의 분항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평 날개의 동요에 의한 양력과 모우먼트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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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식 (34)의 좌변 두 번째 항  식 (35)의 좌변 두 번째와 세 번

째 항들은 평 의 부가질량들임을 알 수 있다.

 와  는 식 (12)  (13)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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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총 양력과 모우먼트는 식 (18)에 의해 식 (34)-(37)로부터 구할 

수 있다.

추력을 구하기 해 식 (33)을 이용하여 식 (27)-(29)의 분을 

수행 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38)

 

 
                                             (39)

   

  


                              (40)

이를 식 (22), (24), 그리고 (26)에 입한 후 식 (22)-(26)의 결

과를 더하여 추력을 구할 수 있다. 추력을   
 , 

 ,  , 

 , , 그리고  항으로 나 어 표 하면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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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와  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추력을 결정짓는 것은 회  치  상하

운동, 회 운동, 그리고 수직변동유속의 크기와 이들 사이의 

상차이다. 한 reduced frequency 와 날개의 크기에 한 변

동유장의 장비인 가 Theodorsen 함수  Bessel 함수의 매

개변수 형태로 향을 미친다.

통상 으로 바다에서 수직 변동류는 도에 기인한다. 그리고 

보통 도의 장은 날개의 길이에 비해 길므로 ≪ 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for ≪        (48)



로 근사하여 해석할 수 있다.

Reduced frequency는 심해에서의 분산 계식과 날개길에에 

한 후루드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49)

따라서 ≪ 인 가정하에서도 후루드수에 따라 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Fig. 4에 Thoedorsen 함수를 도시하 다.

)(kG−

)(kF

)(kC

Fig. 4 Theodorsen Function

                5. 결    론   

하는 변동 수직유장  진하며 동요하는 2차원 수 익

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섭동법을 사용하여 선형문제를 정

수  동요하는 날개문제와 음의 수직변동유장  고정된 평

날개문제의 합으로 해석하 다. 선형 문제의 해를 사용하여 2차

항의 힘인 추력을 선형 물리량의 곱으로 표 하 다. 이로부터 

추력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면 핀 안정기의 최  설계, 추진기 

근처에 치한 날개로부터 발생하는 추력해석, 랑에 지를 활

용한 추력발생 날개설계, 유연한 날개에 한 양력  추력해석 

등에 사용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울산 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세계일류화 사업 

(SOTO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Garrick, I.E. (1936) “Propulsion of a Flapping and Oscillating 

Airfoil”, N.A.C.A. Report, No 567.

Greenberg, J.M. (1947) “Some Consideration on an Airfoil in 

an Oscillating Stream”, N.A.C.A. Technical Note, No 

1372.

Grue, J., Mo, A. and Palm E. (1988). “Propulsion of a Foil 

Moving in Water Waves”, J. of Fluid Mech., Vol 186, 

pp 393-417.

Kaplan, P 1955 “A Hydrodynamic Theory for the forces on 

Hydrofoils in Unsteady Motion”, Sc.D. Thesis,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Newman, J.N. (1977) “Marine Hydrodynamics”, The MIT 

Press, Cambridge, MA.

Sears, W.R. (1941) “Some Aspects of Non-Stationary Airfoil 

Theory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J. of Aeronautical 

Sciences, Vol 8, No 3, pp 104-108.

Theodorsen, T. (1935) “General Theory of Aerodynamic 

Instability and the Mechanism of Flutter”, N.A.C.A. 

Report, No 496.

von Karman, Th. and Sears, W.R. (1938). “Airfoil Theory for 

Non-Uniform Motion”, J. of Aeronautical Sciences, Vol 

5, No 10, pp 379-390.

Wu, T.Y. (1971). “Hydrodynamics of Swimming Propulsion. 

Part 1. Swimming of a Two-Dimensional Flexible Plate 

at Variable Forward Speeds in an Inviscid Fluid”, J. of 

Fluid Mech., Vol 46, No 2, pp337-355.



새로운 개념의 파력발전시스템 제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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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Wave energy converter system 파력 발전 시스템, Floating cylindrical structure 부유식 원통형 구조물, Mo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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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wave energy converter system of floating cylindrical structure. The new shape structure 
system is a movable-body-type wave energy converter. The wave energy converter system of the cylinder lying on the water is designed 

as to be unstable condition. That is, the meta center height of this system is below 0. The structure's motion is to be rotational. The 
equation of motion is established on the structure's motion for the wave. And this equation of motion is solved and structure's motion 
is analysed by Runge-Kutta-Nystrom method(RKN method). Within the limit that the wave is not disturbed by the object, the response 

of rotation tend to be proportional to the diameter of cylinder. Because meta center height is 0, It can be rotated unidirectionally by 
reciprocating motion of the waves.

1. 서    론

해양환경문제  에 지 자원 부족 상이 심각해지면서 신

재생 에 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 특히 가용 

에 지가 풍부한 랑을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지속 인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랑에

지 변환장치(WEC; Wave Energy Convertor)에 한 1,000건이 

넘는 특허가 1980년까지 등록(McCormick, 1981) 되었을 뿐더러 

재 국의 pelamis 등은 상용화 단계에 어들기 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특허와 연구 활동에도 아

직 연구제작비를 넘어서는 이익을 창출한 력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력발  시스템 방식은 진동수주형, 가동물체형, 월 형이 

있다. 이  가동물체형 력발 장치는 의 운동을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하는 다른 방식과는 달리 직  변환방식을 취하

기 때문에 상 으로 효율이 높은 장 이 있다. 반면 랑하

을 구조물이 그 로 견디게 되므로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

기 쉽다. 한, 부유식 력발  장치는 입사 와의 상 운동

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랑하 을 일 수 있지

만, 목표로 하는 주기에서 발  효율이 크게 하되지 않도

록 형상인자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남보우, 2011). 이 때문

교신저자 김병모: 부산시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

술대학 154호

Tel. 051-410-4937 E-mail. airboy1004@naver.com

에 기 기본설계단계부터 랑  운동 해석이 선행될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된 파력발전시스템은 수면 위에 누워있는 

원통형 구조물로 경심고(Metacenter Height)가 항상 0 이하인 특

성을 갖는다. 즉, 운 원통형 구조물은 Roll운동에 대해 복원

성을 갖지 못하여 작은 외력에도 지속적으로 전복하게 되므로, 

이런 운동특성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누운 원통형 구조물의 운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임의의 

파랑에 대한 원통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방정식을 수립하였

다. 이 방정식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연성되어 엄밀해를 구

하기 어려우므로 RKN(Runge-Kutta-Nystrom) method를 이용

하여 수치적 해를 구한다.

2. 운동방정식 수립  

2.1 경심고(Metacenter height)

유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는 무게중심와 부심의 위치에 

따라 횡동요에 대한 안정성이 달라진다. 물체가 외력을 받아 

회전할 때 부심가 변하게 되고 이때 새로운 부심′을 지나

는 부력의 연장선과 부양축와의 교점을 경심(Metacenter) 

이라 한다. 경심고(Metacenter height)란 무게중심과 경심과

의 거리로 식(1)과 같이 표현된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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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tacenter of cylindrical structure

여기서, 는 수선면의 단면2차모멘트, 는 부체의 배수체적.

또한 이면 횡동요에 대해 안정,  이면 불안

정하다. (윤석범, 2009)

Fig. 1을 참고하면 누운 원통형 구조물에 대한 경심고이 

0임을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2)와 같이 수학적

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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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sin   

  (2)

2.2 외력의 산정

운동방정식을 수립하기 해서 자 , 랑에 의한 동압을 

포함한 유체압력에 의한 힘(Froude-Crylov Force), 랑에 의한 

유체항력과 부가질량에 의한 성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2.1 자

자중은 라 한다. 자중은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2.2.2 압력에 의한 힘(Froude-Crylov Force)

파랑이 작용할 때, 정수면으로부터 임의의 위치에 존재하는 

원주 상의 점    에서 유체압력은 식(4)와 같다.

  cosh 
cosh  

                (4)

여기서 , ,  는 수심, 유체 도, 진폭을 각각 나타낸다.

한 를 포함하는 미소원주면(   )에 작용하는 

Froude-Crylov 힘 는 식(5)와 같다.



        (5)

2.2.3 랑에 의한 유체항력

 에서 유체입자의 속도 와 실린더의 속도 에 의해 미

소원주면에 작용하는 유체항력은 식(7)과 같다.


 



         (7)

2.2.4 부가질량에 의한 관성력

실린더가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 이에 의해 

유체 움직임이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구하여 전 공간에 대해 

적분하면 물체가 유체에 작용한 일, 는 유체가 가진 체 운

동에 지를 식(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8)

여기서, ′은 부가질량이다.

앞서와 같이  에서 실린더의 미소 각도에 작용하는 부가질

량에 의한 관성력 을 산정하기 위해 원형실린더의 부가질량

을 단위 각도 로 나누어 계산하면 식(9)와 같다.


 


   ′ ′                                 (9)

Fig. 2 equilibrium state of cylindrical structure and 

cylindrical motion by wave

Fig, 3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motion



이를 행렬로 표 하면 식(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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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동방정식의 수립

앞서 산정한 힘들을 토 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여 병

진운동과 회 운동에 해 운동방정식을 각각 수립한다.

병진운동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식(11)과 같다.










 

′                         (11)

회 운동에 해서는 자 , 동압을 포함한 유체압력에 의한 

힘(Froude-Crylov Force)을 제외한 랑에 의한 유체항력과 부가

질량에 의한 성력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식(12)와 같다.






×
×   ″                          (12)

따라서, 병진운동과 회 운동에 한 운동방정식을 통합하

여 행렬로 정리하면 식(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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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을 이용한 운동방정식의 풀이

본 논문에서는 운동방정식의 수치적 해를 도출하기 위해 

RKN 방법을 사용하였다. RKN 방법은 2계 상미분방정식 

′′     ′ 의 풀이를 위해 RK 방법을 확장한 것으로 

 (은 단계수)에 대하여 식(14), (15), (16)을 사

용한다(Erwin Kreyszi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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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에서  의 근사값 은

    ′

                        (15)

다음 단계에 필요한 도함수 ′  의 근사값 ′ 은

′   ′ 

                           (16)

 

4. 결과 및 해석

원통의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유체입자의 항력과 관성력

이다. 이중 유체항력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대체로 파

고에 비해 직경이 비교적 큰 경우(직경>α×파고, α=2/3)이다. 반대

로 유체입자의 관성력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파고에 

비해 직경이 작아야(직경<β×파고, β=1/8)다. 해석을 수행한 경우

는 대체로 위 두 영역의 사이에 위치한 경우로 항력과 관성력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한다.

또한, 항력과 관성력 등의 힘에 의해 물체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파장에 비해 직경이 작은 경우(직경≦γ×파장, 

γ=0.2)로, 그보다 더 직경이 큰 경우에는 물체표면에서 발생하

는 파의 반사와 방사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파장 3m, 주기 2초의 

파랑에 대해 Table 1과 같이 제원을 설정한 후,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

wave height/

wave lenght
1/7 1/14

diameter/

wave height
0.6 1 1.4 0.6 1 1.4

diameter/

wave length

0.08

571

0.14

286
0.2

0.04

285

0.07

143
0.1

amplitude/

location

0
case

111

case

121

case

131

case

211

case

221

case

231

0.5
case

112

case

122

case

132

case

212

case

222

case

232

1
case

113

case

123

case

133

case

213

case

223

case

233

Table 1 Data on a case by case

case
1 2

1 2 3 1 2 3

1 0.0081 0.0685 0.0842 0.01 0.0447 0.0596

2 0.0058 0.0038 0.3882 0.009 0.0103 0.0231

3 0.0041 0.0026 0.6505 0.0074 0.0055 0.0042

Table 2 Amplitude or amount of rotation on a case by 

case. 



case
1 2

1 2 3 1 2 3

1 18 18 24 11 8 14

2 32 20 27 20 20 16

3 0 0 ∞ 26 30 34

Table 3 Group period of rotation on a case by case 

Fig, 4 Rotation amount of case132(top), case133(bottom)

직경/파고의 비가 2/3이상인 case12, case22, case23에서는 

유체항력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력에 의한 응답결과

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먼저 파면으로부터 아래에 

위치할수록 회전진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물체가 

깊이 잠겨있을수록 파랑입자의 속도가 작아지고, 회전에 대한 

부가관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회전량을 보인 case11, case21은 직경/파고의 비

가 2/3이하인 경우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유체항력과 유체관성

력이 함께 작용하지만 항력에 비해 유체관성력의 크기가 작고 

위상차까지 발생하여 하중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파의 규모에 비해 물체의 직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회전

을 위한 토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회전에 대한 응답이 가장 

작다.

가장 큰 회전량을 가진 case131, case132, case133은 직경/파

장의 비가 0.2인 경우로 물체에 의한 반사와 방사로 인해 파가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임계점에서 어떤 응답을 보이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물체의 상하부에서 발생하

는 항력의 차가 크고 또한 모멘트 팔의 길이가 크기 때문에 

잠긴 깊이가 깊을수록 큰 회전량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ase133에서는 일방향성 회전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심고가 0인 원통의 형상특성상 횡동요의 복원성이 없

기 때문이다. 즉, 파랑조건과 원통의 형상 및 파랑과 물체와의 

위치선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방향성 회전운동을 하는 원통

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case132와 case133인 경우 원통의 응답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부유식 파력발전시스템을 제안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써 부유식 원통형 구조물의 운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물체가 파를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통의 직경이 

클수록 회전운동에 더 큰 응답을 보인다.

(2) 경심고가 0인 원통의 형상특성상 파랑의 왕복운동 중에도 

일방향성 회전운동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추후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1) 실험을 통한 결과의 검증

(2) 더 좋은 회전응답을 보이는 형상 설계

(3) 일방향성 회전운동 확보를 위한 파랑조건, 원통형상 및 파

랑과 물체와의 위치선정 간의 명확한 관계 규명

(4) 운동효율성 및 집적성 증대를 위한 다물체 회전운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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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가능 에너지량이 풍부하고 예측가
능성이 높은 파력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는 부유식 구조물의 수실 내로 진행파를 유도하
여 수실 내 벽면에서 반사된 파에 의해 정상파를 형성하며, 이 정상파의 마디 부위에 진자판을 설치하여 왕복운동을 통해 발전
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축소구조물의 이차원 수조시험을 수행하고 진자판과 구조물의 운
동을 분석하여 기본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파력발전 장치의 에너지변환 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자축에 모터와 토크센서로 이
루어진 부하시스템을 설치하여 추출 가능한 에너지를 계측 하였다. 규칙파의 주기를 변화시키며 운동과 발전량을 분석하고 진자
판의 크기와 무게를 변화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불규칙파의 입사를 통해 발전 성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진
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최적설계와 에너지효율 향상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서    론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해양 에너지는 

이용가능량이 풍부하고 예측가능성이 풍력 에너지와 태양에너

지에 비해 뛰어난 신재생 에너지이다. 해양의 파력 에너지를 이

용하기 위한 변환 방식에는 월파형,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이 

있다.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는 가동 물체형으로서 외해를 향해 열린 

수실 내로 진행파를 유도하여 수실 내 벽면과 반사된 파에 의해 

정상파를 형성하며, 이 정상파의 마디 부위에 진자판을 설치하

여 왕복운동을 통해 발전하는 장치이다. 본 장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파력에너지 조건에서 원활히 가동되며, 태풍 등의 고파랑 

및 반복하중에서 장치 자체의 내구성을 보유하여 국내 해역에 

적합한 파력발전 장치이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용 외(2011)에서 수리

모형시험을 통해 입사파랑에 대한 수실 내 이차원 파랑 응답특

성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남보우 외(2011)에 의해 포텐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고차경계요소법의 적용으로 수치적으로 연

구 되었다. 또한 박지용 외(2011)는 유한요소법 해석을 통해 진

자형 파력발전기의 수조 형상을 변화시키며 각 형상 변수의 영

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파력발전 장치의 최적형상을 도출 하였

다. 박지용 외(2012)는 기본 규칙파에 대해 이차원 수조 실험을

교신저자 신승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104(장동 171), 042-866-3913, shinsh@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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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전량과 구조물의 운동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부유

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에 대해 이차원 수조에서 입사파랑에 의

한 진자판과 구조물의 운동 실험 및 발전량 계측 실험을 수행하

였다. 기존 박지용 외(2012)의 연구에서 한단계 나아가 규칙파의 

다양한 주기에서 진자판의 운동과 발전량에 대해 살펴보고 진자

판의 크기와 무게의 영향을 분석해 본다. 운동의 관점에서 부하

의 변화가 구조물의 운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실해

역 환경과 유사한 불규칙파를 발생시켜 발전량과 구조물의 운동

을 규칙파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최적 설계와 에너지 효율 향상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진자형 파력 발전 장치  

2.1 기본 원리 및 형상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기본 형상은 Fig. 1과 같다. 전체 구

조물은 수실, 진자판, 감쇠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실

로 진행파를 유도하여 입사파와 수실 내 후판에서 반사된 파의 

중첩으로 정상파를 형성한다. 정상파의 마디에 진자판을 설치하

여 진자판의 왕복운동으로 전환하고 이것을 다시 축에서 유압펌

프를 통해 유압변속기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는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설치 될 수 있

는데 감쇠판은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에서 구조물의 운동

을 저감시켜 입사파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은 설치 수심에 관해 자유도가 

높아 심해 높은 파랑에너지 밀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정식

이 아닌 부유식 형태의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2.2 실험 조건 및 장치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를 한국해양연구원의 이차원 수조에   

( 31 m (L) ｘ 0.6 m (B) ｘ 0.75 m (D) ) 설치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이차원 수조에는 반사파의 영향을 

고려해 입사파를 생성하는 능동 조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차원 수조 끝단에서 반사되는 파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수

조의 중앙 부분에 본 구조물을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의 크기와 형상은 Fig. 2의 평면도와 측면도를 통해 확

인 할 수 있다. 연구 초기에 기본설계 된 실물 규모의 구조물의 

크기는 26.5m(L)x10.5m(B)x7m(D) 이며 이를 기하학적으로 1/20 

축척으로 축소한 형상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진자형 파력발전 시스템에서 에너지 전달과정은 입사한 파랑

에너지가 진자판을 통해 축의 회전운동에너지로 1차 변환하고, 

운동에너지가 유압펌프를 통해 유압에너지로 2차 변환하며 최

종적으로 유압이 발전모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3차 변환한다. 

 

Fig. 2 Plan and side view of tested 1/20 scale model

      and mooring points, unit: mm

      (prototype unit: m)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달 과정 중 1차 에너지 변환효율의 평

가를 위해 power take off(PTO) 시스템을 구조물에 설치하였다.

1차 에너지 변환효율은 구조물의 수실폭에 해당하는 너비에 

입사하는 파랑 에너지 대 진자축에서 흡수한 에너지의 비율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진자축에서 흡수한 에너지의 계측을 위한 

PTO 시스템은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부하와 같은 저

항력을 진자판이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모

터는 입력 전류에 따라 작용토크를 변화시키는데 축에 걸리는 

실제 토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에 모터와 진자축 사이에 토크 

센서를 설치하였다. 진자축의 다른 한편에는 실시간으로 진자판

의 위치를 계측할 수 있도록 포텐시오미터를 설치하였다(Fig. 3). 

제어방법은 실제 발전기의 경우 부하가 축의 각속도에 비례하여 

작용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제어를 단순화하기 위해 Fig. 4와 같

이 진자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토크가 작용하도록 

제어하였다.

부유 구조물의 6자유도 운동 관찰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Vicon사의 motion capture system이 사용 하였다. 부유식 구조

물의 계류방식은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물의 네 모서리에 

흘수선 높이에 맞춰 스프링으로 설치하였다. 계류를 위한 스프

링은 그 탄성력이 구조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

하여 계산을 통해 스프링에 의한 고유 진동수가 실험을 수행하

는 입사파 주기의 5~6배 이상이 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했다. 

Fig. 3 Power take-off system

Fig. 4 Measurement of pendulum pitch angle

     (degree) and load torque (N·cm) and

     calculation of pitch velocity (degree/s) and

     absorbed rotational kinematic power (W),

     (units)



실험을 수행한 입사파랑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주기와 파고

의 설정은 제주도 서쪽 해안에서 수행한 연간 파랑관측자료(해

양수산부, 2005)를 토대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파의 특성을 반영

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중 실해역 주기 4.75초는 해당 해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파주기로서, 본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기

본 설계의 목표주기이다. 

Model test 

Condition
Prototype Condition

Period 0.727 s ~ 2.200 s 3.25 s ~ 9.84 s

Wave 

Length
0.824 m ~ 3.973 m 16.48 m ~ 79.46 m

Wave 

Height
0.025 m ~ 0.100 m 0.5 m ~ 2.0 m

Table 1 Experimental incident wave conditions

3. 실험 결과 및 분석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기본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우

선적으로 고정식 구조물의 입사파에 따른 진자판의 거동과 1차 

에너지 변환 효율을 구해 보았다. 진자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진자판의 크기와 무게 분포를 변화 시키며 동일 시험을 반복 

수행하였다. 부유식 구조물을 통해서 입사파 조건과 축에 걸리

는 토크를 변화 시키며 운동과 효율을 구해 보았으며 불규칙파 

실험을 통해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3.1 고정식 구조물의 입사파에 따른 진자판 거동과 효율

고정식 구조물에 대해 입사파의 주기와 진자축에 걸리는 토크

를 변화시키며 계측한 진자판의 운동을 Fig. 5에 나타냈다. 각 

주기별로 토크가 증가할수록 운동과 반대방향의 힘이 증가하기

에 진자판의 운동폭은 점차 감소한다. 또한 주기가 길어질수록 

입사파의 에너지가 커지고 진자판에 파압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

이지기 때문에 진자판의 운동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Fig. 6에서는 입사파의 에너지가 커지는 장주기 파로 갈수록 

진자축에서 흡수한 회전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토크의 관점에서는 각 주기별로 에너지가 높은 값을 보이는 

최적 토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발전장치

에서 입사파의 주기에 따라 최적부하가 존재하며 이를 위한 제

어가 필요하다.

입사파의 에너지 대비 축에서 흡수된 에너지를 Fig. 7에서 확

인해 보았는데 같은 주기의 입사파 결과는 입사 에너지가 동일

하므로 Fig.6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주기의 변화에 따라 

3.75 초와 4.75 초 근방에서 높은 효율이 나왔다. 이것은 기존 연

구에서 살펴보았듯 우리가 목표 주기로 설정한 4.75초 근방에서 

수실 내부의 정상파의 마디가 잘 형성된 것을 보여주며 3.75초 

결과는 고정식 구조물에 의한 내부 유동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Fig. 5 Pitch angle according to load torque

     (N·cm)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Fig. 6 Absorbed rotational kinematic power (W)

      according to load torque (N·cm)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Fig. 7 Primary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

      according to load torque (N·cm)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3.2 진자판의 크기와 무게의 영향

진자형 파력 발전장치에서 진자판은 입사파 에너지를 1차적

으로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진자판의 크기 및 

무게가 장치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하

다. Fig. 8에서 실제 기본 설계에 사용된 크기의 진자판 (대)와 

이보다 진자판과 수실 바닥판과의 거리를 넓힌 보다 작은 크기

의 진자판 (소)의 치수를 보여준다. 실험결과 Fig. 9와 같이 부하

가 없는 상황에서 진자판의 운동폭은 진자판 (대)가 조금 크기

는 하지만 진자판 (소)와 유사한 운동폭을 보인다. 그러나 토크

를 가하고 주기를 변화시키며 계측된 축에서의 흡수에너지를 보

면 진자판 (대)가 두드러지게 큰 발전량을 보인다. 이처럼 입사

파 에너지의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자판이 수실 단면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큰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Fig. 8 Small and large pendulum plate

Fig. 9 Pitch angle (degree) according to pendulum 

      size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Fig. 10 Absorbed rotational kinematic power (W)

       according to pendulum size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진자판의 무게 변화와 분포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ig. 11과 

같이 1kg의 진자판에 500g의 무게 추를 상단, 중단, 하단에 이동

시키며 붙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Fig. 12에서 무게 추

가 있는 실험에서는 무게 추의 위치가 진자판의 운동폭과 진자

축에서 흡수한 운동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 

본 시스템에서 진자 운동은 수실 내부의 부가 질량으로 작용하

는 해수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게 

추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진자판의 

운동폭과 흡수 에너지량이 줄어들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구조강도가 확보된 진자판이라면 그 무게가 가벼울수록 발전

장치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Fig. 11 Position of added weight at pendulum

Fig. 12 Pitch angle (degree) and absorbed power (W)

        according to position of added weight

3.3 부유식 구조물의 입사파에 따른 운동과 발전성능

심해의 높은 파랑에너지를 활용하고 파력발전 장치의 단지화

를 위해 구조물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개념이

다. 부유식 구조물은 고정식 구조물과 달리 입사파에 따라 구조

물이 운동을 하여 그 특성이 다르기에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 필

요하다.

FIg. 13 ~ 15에서 입사파 주기의 변화와 진자축에 걸리는 토

크에 따라 구조물의 surge, heave, pitch 방향 운동을 계측하여 

입사 파고를 통해 무차원화하여 나타내 보았다. 입사파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세 방향의 운동은 모두 증가하였다. heave방향 

운동의 경우 주기 6초 부근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구조

물의 free-decay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구조물의 고유 진동



수에 의한 공진 현상으로 분석 된다. 진자축에 걸리는 토크에 

따른 운동을 보면 surge와 pitch 방향 운동은 토크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음을 보이며 heave 

방향 운동은 토크가 증가하며 오히려 운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진자판의 축에 걸리는 토크가 증가하며 진자판이 

구조물의 벽과 같이 작용하여 파압이 수실 전면의 진자판에 작

용하여 surge와 pitch 운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heave 

운동은 토크 증가에 의해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수실 내에 갇혀

서 구조물의 heave 방향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운동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된다. 

구조물의 운동에 의한 발전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16에

서 진자판의 운동폭은 고정식 구조물과 달리 장주기에서 감소하

는 모습을 보인다. Fig. 17에서 진자축이 흡수한 에너지량도 진

자판의 운동폭과 마찬가지로 주기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Fig. 13 Surge motion of floating pendulum WEC

Fig. 14 Heave motion of floating pendulum WEC

Fig. 15 Pitch motion of floating pendulum WEC

Fig. 16 Pitch angle according to load torque (N·cm)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Fig. 17 Absorbed rotational kinematic power (W)

       according to load torque (N·cm)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Fig. 18 Primary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

       according to load torque (N·cm) by 

       changing incident wave periods (s)

4.75초 부근에서 최고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18의 1차 에너지 

변환효율이 4초에서 5초 사이에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통해 부

유식 구조물의 경우 장주기로 갈수록 입사파 에너지가 진자판의 

발전이 아닌 구조물의 운동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목표 주기

인 4.75초 부근에서 높은 발전량과 효율이 나타나므로 기존 연

구에서 기본 설계가 타당하게 되었음을 재확인 하였다.



3.4 규칙파와 불규칙파에 의한 발전성능

규칙파를 통해 특정 주기의 입사파에 의한 구조물의 특성을 

확인해 보았고 실해역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파의 입사를 통

해 구조물의 발전성능을 확인해 보자.

4.25초, 4.75초, 5.75초의 규칙파 주기 실험결과와 동일한 불규

칙파의 유의파 주기 실험결과를 Fig. 19와 Fig. 20에 각각 고정

식 구조물과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 나타냈다. 모든 실험 결과에

서 불규칙파 실험결과가 규칙파 결과에 비해 10~15% 낮은 에너

지 변환 효율이 나왔다. 고정식 구조물에 비해 부유식 구조물에

서 불규칙파에 의한 효율 감소가 더 컸다. 이것은 부유식 구조

물이 다양한 주기가 섞인 불규칙파에 의한 운동 변화가 커서 에

너지 변환 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모터

의 토크를 고정시켜 놓고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불규칙파에서 주

기에 따른 적정 토크를 제어하며 실험을 수행하면 불규칙파와 

규칙파의 효율 차이가 보다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Fig. 19 Primary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 

       of fixed pendulum WEC in irregular wave

       conditions

Fig, 20 Primary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

       of floating pendulum WEC in irregular wave

       conditions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진자형 파력발전 축소 구조물의 이차원 수조시

험을 통해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운동과 기본성능을 평가하

려하였다. 파력발전 장치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진자축에 모터와 토크센서로 이루어진 부하시스템을 설치하여 

추출 가능한 에너지와 효율을 계산하였다. 고정식 구조물에 입

사파의 주기와 토크를 변화시키며 진자판의 거동과 흡수된 에너

지를 계측하였으며 진자판의 크기와 무게가 파력발전 장치의 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인 부유식 형태

의 구조물 실험을 통해 입사파에 따른 운동과 발전량을 확인하

였고 불규칙파를 통해 실해역에서 구조물의 발전성능을 검토하

였다. 이러한 분석을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최적설계와 에너

지 효율 향상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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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ory motion consistently.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two-dimension wave basin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is system is 

available in the real sea. When the regular wave was generated according to selected experiment case, Torque-sensor measured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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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 발  시스템에서 고효율의 력을 량으로 생산하

기 해서는 최 의 랜트 구조물과 발  시스템에 한 연

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제시하는 력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 

보다 간단한 구조이고, 도로 인한 구동체의 상하 직선 운동

을 회 력으로 그 로 달할 수 있다. 설치 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으며 해일  태풍 등이 발생 할 때에는 구동체를 

도와 분리시켜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 한 풍력 발 기

와 연계하여 해상풍력장치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

다.

2. 새로운 력 발 기의 원리

 Fig. 1에서 도의 상하 운동이 ①구동체에 작용하면 ①구동체와 

②무게 추가 서로 반 방향으로 상하 운동을 하고 이로 인해 와

이어로 감겨있는 ③One way bearing이 회 을 하게 된다. 그리

고 이 회 력을 ④증속기어가 회 수를 높여서 ⑤Fly wheel로 

달한다. 

여기서 요한 것은 ③One way bearing의 작동원리이다.  

Fig. 1와 같이 와이어가 감겨 있는 원통 내부에 One way 

bearing이 두 개가 내장되어 있고 회 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반  방향으로 설치를 하여 구동체의 상하 주기운동에도 달 

기어는 한쪽 방향으로만 회 을 하게 된다.

3. 성능 해석

3.1 실험의 목

  본 실험의 력발  시스템의 출력 값을 측정하고 이 값을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실제 발 기를 실 해역에 설치하 을 때 

발생되는 출력 값을 1m 고 당 Watt 값으로 추정하여 본 실

험의 력발  시스템이 연구  가치가 있는지를 단하고자 

한다.

3.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Fig. 2과 같이 2차원 조  수조에서 진행되었고 모

형 구조물 상부에 Torque-sensor를 장착하여 Torque와 RPM을 

측정하 다. 심해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각기 다

른 고와 주기를 가지는 규칙 를 발생시켜 실험 하 다. 실

험 Case를 선정할 때에는 Table. 1와 같이 각 주기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고로 선정하 다.

 구동체의 여러 흘수에 따른 출력 값의 경향을 알아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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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체의 흘수를 122mm, 127mm, 140mm, 155mm로 변화시키

며 실험을 하 다.

Table. 1 Experiment case of wave

Case 1 2 3 4 5

Height [ ] 4 5 6 7 8

Period [sec] 0.9 1.0 1.1 1.2 1.3

slope [deg] 5.7 5.8 5.7 5.6 5.5

Overview Component

① Buoy

② Weight

③ One way bearing

④ Multiplying gear

⑤ Fly wheel

Fig. 1 Overview of wave energy converter

Fig. 2 Converter model on th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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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oncepts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FOWT) have been designed because of the vast potential wind resource. There 
are three spar buoy platforms suggested to support a 5-MW wind turbine in 320m water depth based on OC3-Hywind. By changing the shape but 
keeping the same displacement and mass of the OC3-Hywind, 3 kinds of platform have different hydrodynamic and hydrostatic loads. FAST code was  
employed to model the 5-MW wind turbine, rotor nacelle assembly, tower, controller and aerodynamic loads. Three floating platforms and their 
mooring systems were modeled by in-house codes of University of Ulsan (UOU). Using FAST code for coupling Aero-Hydro-servo-elastic, three new 
models were analyzed. This paper presents the effects of coupling the 5MW wind turbine with each of 3 platforms in wind and wave.  
 

1. Introduction 
2.  

Several researches on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have 
been made. Lee (2005) studied a 1.5-MW wind turbine; Wayman et al. 
(2006), Sclavounos, et al. (2007), Wayman (2006), Jonkman et al. 
(2009) and Jonkman (2010) analyzed various TLP, spar, semi-
submersible and barge substructures of FOWT. 
On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concept is spar buoy (so-called 
OC3-Hywind); chosen for its simplicity in design, suitability in 
modeling, and propinquity to commercialization. This concept is a 
floating offshore platform which was designed by Jonkman (2009) to 
support a 5-MW wind turbine (Jonkman et al., 2009). 
Three new spar platforms were obtained from the OC3-Hywind. These 
new platforms with large ballast plate at the bottom will tend to reduce 
the heave motion around the heave natural frequency. Also the 
hydrodynamic load of platform became different from the one of OC3-
Hywind.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ynamic responses of new platforms to 
support the 5-M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 deep water. In 
order to analysis these models, FAST code and UOU in-house codes 
were used. Those results are in comparison with OC3-Hywind (Jonkman 
et. al. 2010) 
 

3. Models 
The 3 new models so-called M1, M2 and M3 were supposed by 
changing the shape of OC3-Hywind platform as shown in Fig. 1 . With 
ballast plate at the bottom and the large cylinder at the top side of 
platform, these models have difference center of mass, center of 
buoyancy and inertia moment. Table 1 shows general properties of 
these platforms and Table 2 presents different parameters of these 
models.  

Table 1 General properties of Model M1, M2, M3 
 

Rated Power 5MW 

Rotor Orientation, Configuration Upwind/3 blades 

Control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Rotor Diameter/Hub diameter 126 m / 3m 

Hub Height 90m 

Cut-In, Rated, Cut-Out Wind Speed 3 m/s, 11.4 m/s, 25 m/s 

Overhang, Shaft Tilt, Pre-cone 5 m, 5º, 2.5º 

Rated Tip Speed 80 m/s 

Rotor Mass 110,000 kg 

Nacelle Mass 240,000 kg 

Tower Mass 249,718 kg 

Total Draft 120 m 

Platform Mass, Including Ballast 7,466,330 kg 

CM Location Below MSL  89.9155 m 
Number of Mooring Lines 3 

Un-stretched Mooring Line Length 902.2 m 

Mooring LineDiameter 0.09 m 

Anchor/Fairlead Radius from 
Platform Centerline 

853.87m, 5.2m 

Equivalent Mooring Line Mass 
Density 

77.7066 kg/m 

Mooring Point(from SWL)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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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roperties of Model M1, M2, M3 AND OC3-Hwind 
 

Model 
COB COM Ixx 

(COG) 
Iyy 

(COG) 
Izz 

(COG) 

m m kgm2 kgm2 kgm2 

M1 -53.057 -91.13 8.53E+09 8.53E+09 1.86E+08 

M2 -58.55 -91.553 8.13E+09 8.13E+09 1.86E+08 

M3 -64.039 -91.974 7.82E+09 7.82E+09 1.86E+08 

OC3-Hywind -62.066 -89.916 4.23E+09 4.23E+09 1.64E+08 

 

 
 

Fig. 1 New OC3-Hywind system 
 

4. Simulation 
 

For simulating full scale model of FOWT, we used FAST (Fatigue, 
Aerodynamics, Structures, and Turbulence) Code which is an open 
source code developed by NREL (Jonkman, 2005). FAST code is a 
fully coupled aero-hydro-servo-elastic modeling (Jonkman et. al, 2007). 
For modeling hydrodynamic loads of models M1, M2, M3, we used our 
in-house codes to solve radiation problem and diffraction problem, the 
added mass, damping and excitation force coefficients were computed. 
We also carried out the model test for these models then the added 
damping coefficients of these platforms were determined.  
 

5. Design Load Cases 
 

In this study, a load-case simulation was selected for three models, as 
summarized in Table 3. Simulating these DLC to study Aero-Hydro-
Servo-Elastic Response with Regular Waves (DLC5.1),  
 
Table 3 Definition of Load Cases 
 

LC Conditions Description Remark 

DLC5.1 

DOFs All 

Periodic 
time-series 

solution 

Wind condition 
Steady, uniform, no shear  
Vhub = 8 m/s 

Wave condition Regular: Hs=6m, Tp=10s 
Turbine status Full control 
Analysis type Time-series-generated  

  
 
 
 

 

6. Results 
 

The legend in Figure 02 delineates how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he 
figures that follow. The color shade and line type distinguish the results 
of each model 

 
 

Fig. 2 Results Legend 
 

Figures 3~14 show time histories of out-of-plane blade-tip deflection; 
generator power; rotor speed; platform surge, heave, pitch, and yaw 
displacements; tower-top fore-aft deflection, shear force, and rotor 
torque; and downstream and upstream fairlead tensions from DLC5.1. 
in comparison with OC3-Hywind, new OC3-Hywind systems have 
smaller surge and responses but larger heave response. It is the reason 
to reduce rotor speed, generator power and blade tip deflection. 
Upstream and downstream fairlead tensions are similar of all models. 
 

 
 
Fig.3 Platform surge displacement 
 

 
Fig.4 Platform heav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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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Platform pitch displacement 
 

 
 
Fig.6 Platform yaw displacement 
 

 
Fig.7 Blade 1 Out-of-Plane Tip Deflection 
 

 
Fig 8 Tower-Top Fore-Aft Displacement 

 
 
Fig. 9 Electrical Generator Power 
 

 
 
Fig. 10 Rotor Speed 
 

 
Fig. 11 Tower-Top Fore-Aft Shear Force 
 

 
Fig. 12 Tower-Top Fore-Aft Shea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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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irlead Tension of Downwind Mooring Line 
 
 

 
 
Fig. 14 Fairlead Tension of Upwind Left Mooring Line 
 
 

7. Conclusions 
 
The new spar platforms based on OC3-hywind system were analyzed 
by fully coupled aero-hydro-servo-elastic model. These systems 
responses show a good stability in operation conditions. 
 
DLC 5.1 gives the overview of the effects of platform responses on 
wind turbine system. Surge, heave and pitch responses in DLC 5.1 are 
strong effect to rotor speed and generator power. 
 
 
 
 
 
 
 
 
 
 
 
 
 
 
 
 
 
 
 

These results present a good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behavior of 
each floating wind turbine system. 
 
Model M3 seems to be a good design f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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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에 대한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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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shortage have been serious all over the world,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developing renewable energies which do not release pollutants. Interest in wind energy of those has been higher and developed
more than others. Because of insufficient space to install wind turbines on land, however, we have considered installing those on the ocean
which doesn't care about space. And now, it is starting moving from shallow sea to deep sea which wind turbines could receive more strong
wind on and not afflict people living in that area with noise. Under these circumsta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loating wind turbines
have been in progress. Especially, NREL designed 5MW floating wind turbine which called as OC3-Hywind system.
In this study, we designed Three New OC3-Hywind systems which could have better motions by changing the shape of platform of

OC3-Hywind system by NREL and confirmed the motions through numerical analysis. Depending on positions of a damper which can change
the center of buoyancy, we named those three models M1, M2 and M3.

1. 서    론

석유 및 각종 연료비의 상승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고효율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신재

생 에너지 중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개발하는 풍력 발전은 과

거부터 끊임없는 기술적 진전을 보이며 현재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루었다. 하지만, 육상의 공간적 한계와 소음 등의 각종 문

제로 인하여 풍력 발전은 육지에서 해상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더 나아가 풍력 발전에 더욱 유리한 바람과 용지를 확보하고 소

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심해에서의 풍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심해에 설치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NREL(National Renew 

able Energy Laboratory)에서는 5MW OC3-Hywind system을 설

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NREL에서 설계한 기존의 OC3-Hywind system

의 플랫폼의 형상 변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동요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 New OC3-Hywind system를 운동성능을 수치해석

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기존의 OC3-Hywind system의 운동성

능과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New OC3-Hywind 

system은 기존의 OC3-Hywind system에 실린더 형상의 부력보

조장치를 기존의 플랫폼에 부착, 위치를 변경하여 세 가지 모델

로 구분하였고, 이를 M1, M2 그리고 M3라고 명명하였다. 수치

해석은 NREL에서 개발한 FAST(Fatigue, Aerodyna mics, Structu 

res and Turbulence)와 본 연구실에서 작성한 In-house code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2. 수치해석

수치해석은 NREL에서 개발한 FAST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FAST의 Hydrodynamic module이 요구하는 hydrodynamic  added 

mass와 damping matrices, wave exciting force를 생성하기 위해

서 Radiation solver와 diffraction solver를 포함하는 본 연구실에

서 작성한 In-house code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Added damping은 모델 M1의 Model test 결과를 반영하여 FAST 

code 안의 기존 damping coefficient에 상수배를 하였다. FAST

의 Heave added damping coefficient 초기값에 4.5배 그 외의 

Surge, Sway, Yaw added damping coefficient 초기값에 2.5배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Revised added damping coefficients

Item
Initial

damping coefficient
Reviced

damping coefficient

Surge 100000.0 250000.0

Sway 100000.0 250000.0

Heave 130000.0 585000.0

Yaw 13000000.0 3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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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Wave height Wind speed Rotor speed
(rad/s) (m) (m/s) (rpm)
0.1~1.5 1 11.4 12.1

Freq. Wave height

(rad/s) (m)
0.1~1.5 1

2.1 해석에 이용된 모델

해석에 이용된 모델의 형상은 기존의 OC3-Hywind system에 

실린더 형상의 부력보조장치를 부착, 위치변경을 하여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되며 세 모델 중 모델 M1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기

존의 OC3-Hywind system의 플랫폼에 부력보조장치를 부착함으

로써 형상변화와 부력중심의 변화가 생기며 이는 모델의 안정성

과 운동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Fig. 1 Platform of New OC3-hywind system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의 플랫폼 형상 변

화에 따른 운동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

에 계류 시스템에 있어서는 NREL의 5MW OC3-Hywind system

에 사용된 계류 시스템과 동일한 계류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2.2 Load cases

다양한 환경상태 및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 상태를 반영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의 Load case를 적용하였다. 

그 Load case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이는 규칙파와 불규칙

파이다. 또한, 각 Case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진다. 

세 가지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오직 파만 적용

(2) 파와 바람, 고정된 로터를 적용

(3) 파와 바람, 회전하는 로터를 적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Load case를 세부적으로 Tables 2~7에 나

타내었다.

Table 2 LC1, only regular waves

Table 3 LC2, Regular Waves and Wind (Fixed Rotor)

Freq. Wave height Wind speed
(rad/s) (m) (m/s)
0.1~1.5 1 11.4

Table 4 LC3, Regular Waves, Wind and Rotating Rotor

Table 5 LC4, Only Irregular Waves

Run Tp Hs

(Sea State) (s) (m)

1(5) 9.7 3.66
2(6) 11.3 5.49
3(7) 13.6 9.14
4(8) 17 15.24

Table 6 LC5, Irregular Waves and Wind (Fixed Rotor)

Run Tp Hs Wind speed

(Sea State) (s) (m) (m/s)
1(5) 9.7 3.66 11.4
2(6) 11.3 5.49 11.4
3(7) 13.6 9.14 11.4
4(8) 17 15.24 11.4

Table 7 LC6, Irregular Waves, Wind and Rotating Rotor

Run Tp Hs Wind speed Rotor speed
(Sea State) (s) (m) (m/s) (rpm)

1(5) 9.7 3.66 11.4 12.1
2(6) 11.3 5.49 11.4 12.1
3(7) 13.6 9.14 11.4 12.1
4(8) 17 15.24 11.4 12.1

3.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수치해석을 통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 운동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규칙파에서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을 

사용하였고, RAO는 입사파에 따른 구조물의 운동을 진동수 영

역에서 나타낸다. 병진운동인 Surge RAO의 단위는 m/m이다.

불규칙파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의 운동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특정 해상상태(Sea state 5~8)에서의 운동을 대표 

값인 Significant height으로 나타내었다. 

Fig. 2는 LC1에서의 Surge RAO를 보여주며, 오직 Regular 

waves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최대 RAO를 비교하였을 때, 병진

운동인 Surge motion이 가장 뛰어난 모델은 M3이다.

Fig. 2 Surge RAO in Load Case 1 (only regular wave)



Fig. 3은 LC2에서의 Surge RAO를 보여주며, Regular waves에 

Wind를 더한 경우로 Rotor는 움직이지 않는 Fixed상태이다. 

LC1(Only regular waves)과 비교하였을 때, 적은 동요를 보인다. 

최대 RAO를 비교하였을 때, 병진운동인 Surge motion에서 모델 

M3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며, 모델 M2는 두 번째로 좋은 성

능을 보인다. 

Fig. 3 Surge RAO in Load Case 2 (regular wave, wind, fixed 

rotor)

Fig. 4는 LC3에서의 Surge RAO를 보여주며, Regular waves에 

Wind를 더한 경우로 Rotor는 회전하고 있는 Rotating상태이다. 

LC1(Only regular wave)와 LC2(regular wave, wind, fixed rotor)

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동요를 보인다. 최대 RAO를 비교하였을 

때, 병진운동인 Surge motion에서 운동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델

은 M3이며 그 다음은 M2이다.

Fig. 4 Surge RAO in Load Case 3 (regular wave, wind, rotating 

rotor)

Fig. 5는 LC4에서의 Surge significant height를 보여주며, 오직 

Irregular waves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최대 Significant height를 

비교하였을 때, 모델 M3가 병진운동인 Surge motion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Fig. 5 Surge significant height in Load Case 4 (only irregular 

wave)

Fig. 6은 LC5에서의 surge significant height를 보여주며,  

Irregular waves에 Wind를 더한 경우로 Rotor는 움직이지 않는 

Fixed상태이다. 최대 Significant height를 비교하였을 때, 병진운

동인 Surge에서 모델 M3가 가장 좋은 운동성능을 보였다. 이 운

동에서 모델 M2는 두 번째로 좋은 운동성능을 보였다.

Fig. 6 Surge significant height in Load Case 5 (irregular wave, 

wind, fixed rotor)

Fig. 7는 LC6에서의 Surge significant height를 보여주며,  

Irregular waves에 Wind를 더한 경우로 Rotor는 회전하고 있는 

Rotating상태이다. 최대 Significant height를 비교하였을 때, 

Surge motion에서 모델 M3가 가장 좋은 운동 성능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모델 M2였다.

Fig. 7 Surge significant height in Load Case 6 (irregular wave, 

wind, rotating rotor)  



5. 결    론

본 수치해석의 결과로부터 새롭게 디자인 된 New OC3- 

Hywind system의 세 모델(M1, M2, M3)의 운동성능은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기존의 OC3-Hywind system보다 좋은 운동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모델 M3의 운동성능의 향상

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모델 M2이다.

New OC3-Hywind system은 NREL에서 설계한 기존의 OC3- 

Hywind system의 플랫폼에 보다 큰 지름의 실린더 형상의 부력

보조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주변 유동을 보다 크게 하여 Added 

mass의 증가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구조물의 운동 주기를 크게 

하였다. 또한, 부력보조장치의 부착은 원통형의 플랫폼에 형상

변화를 주었으며, 이는 와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와류는 

Viscous damping을 크게 하며 운동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

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큰 지름의 실린더형

상의 부력보조장치와 이에 와류발생을 촉진 시키는 판을 부착시

켜 좀 더 좋은 운동성능을 가지는 플랫폼 형상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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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on towing stability of barges. Towing simulations are carried out by using two different
numerical models (MMG model and Cross-Flow model). Stability criteria are also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nearized governing
equations for towed vessel motion. In order to validate present numerical models, experimental data of Yasukawa et al.(2006) are used. Single
and double barges are simulated under the constant towing speed and direction conditions.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yaw rate and
towline tension are compared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s. The effects of towline length on slewing frequency and maximum
heading angle are also observed. Though these calculations, applicability of two numerical models in towing stability analysis are studied.

1. 서    론

해양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예인작업(Towing operation)에서

는 통상적으로 화물을 실은 부선(Towed ship)을 예인줄

(Towline)을 이용하여 예인 된다. 이 경우 부선의 종류 및 예인

방법에 따라 예인안정성(Towing stability)은 매우 달라질 수 있

다. 부선의 불안정한 거동은 때론 과도한 평면 운동을 야기하여 

다른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예인작업에 앞서 예인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

예인안정성에 관한 대표적인 기존 연구로는 Bernitsas &

Kekerdis (1985)에 의해 예인선박의 안정성에 대한 조건식을 특

성방정식을 이용하여 제시한 바 있다. Latorre(1988)은 모형선을 

이용한 예인 바지선의 안정성 판별 시 축척비에 따른 효과를 지

적한 바 있다. Yasukawa et al.(2006)은 2가지 바지선의 예인안

정성에 대한 일련의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조종운동방식을 이용

하여 수치해석 연구를 병행한 바 있다. Fitriadhy &

Yasukawa(2010)은 풍하중 하에서의 예인안정성에 대한 수치해

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asukawa의 MMG기반 조종 운동방정식과 

Wichers(1988)이 제안한 Cross-Flow모델 기반의 저주파수 평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바지선의 예인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

교신저자 남보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장동 171)

042-888-3919 bwnam79@gmail.com

다. Yasukawa et al.(2006)가 수행한 모형시험 데이터를 활용하

여 예인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예인줄 길이에 따른 선수각 동요

주기 및 최대 선수각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수치 모

델의 예인안정성 해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각의 특징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바지선의 예인안정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운동 모델을 고려하였다. 하나는 

MMG모델 기반의 조정 운동 방정식이며, 다른 하나는 

Cross-flow모델을 고려한 저주파수 평면 운동 방정식이다.

2.1 Yasukawa's MMG model

Yasukawa(2006)은 MMG 모델에 근간하여 예인 선박의 거동

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식(1)~(3)과 같이 표현하였다.

 (1)

 (2)

 (3)

여기서 과 는 예인바지선의 질량 및 관성 모멘트이다.

  는 각각 전후, 좌우, 선수동요 방향의 부가질량 계수

이며,   는 선박의 전후속도, 좌우속도, 선수각 운동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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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해준다.  ,,는 예인줄의 장력에 의해 선체에 작용하는 

분력들을 지시해준다.  ,,는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하중이

고, 식(4)~(6)과 같이 표현된다.

  


 ′′′′′

 (4)

  


 ′′′′

′′′′′′
(5)

  


  ′′′′

′′′′′′
(6)

여기서 는 유체 밀도이고, 과 는 각각 선체의 길이와 흘

수에 해당한다.  는 선박의 속도이며, ′는 무차원

화된 선수각 속도(′  )이다. 는 표류각(drift

angle)이며,   tan으로 계산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예인줄은 단순 스프링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2.2 Wichers' Cross-flow model

저속 운동 가정아래 Wichers(1988)이 제안한 Cross-flow

model을 이용하면, 예인 바지선에 대한 저주파수 평면 운동방

정식은 식(7)~(11)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진속도는 

입사하는 조류로 대체되어 고려되며,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항력계수에 의한 준정적 조류력(Quasi-steady current force)과 

Cross-flow에 의한 동적 조류력(dynamic current force)의 합으

로 표현된다.(Wicher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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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무차원화된 조류력 계수이며, 와 

는 각각 조류 속도와 방향에 해당한다. 와 은 선체의 

운동을 고려한 상대 조류 속도와 방향에 해당하며, 식 (12)~(14)

와 같이 정의 된다. 과 은 선체의 상대속도에 해당한다.

  


 (12)

  tan  (13)

 
cos (14)

 
sin (15)

2.3 선형 안정성 판별식

일정한 속도로 진행선을 따라 바지선이 예인되는 경우

(    ), 상기의 두 운동방정식은 식(16)와 (17)과 같이 

선형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두 수치모델에서 선형 동유체력 계

수간의 관계는 Table 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16)


 (17)

Table 1 Comparison of Linear hydrodynamic derivatives

MMG model Cross-fl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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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을 이용할 경우 선형 안정성 판별식은 Bernitsas &

Kekerdis(1985)의 방법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Latorre(1988)과 

이재훈(2012)도 동일한 예인 안정성 조건식을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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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여기서 는 예인줄의 길이이며, 는 예인점의 위치이다. 상

기의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에 대한 해의 실수부가 

음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한다.

(Abkowitz, 1972)



        (24)

    (25)

최종적으로 예인 안정성 조건으로 식(26)과 (27)이 도출 될 수 

있다. 식(26)은 예인점의 위치가 횡방향 압력중심점 보다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며, 식 (27)은 안정적인 예인을 위한 

최소 장력을 지시해준다.

 


(26)

 





(27)

3. 수치 해석 및 검증

본 논문에서 고려된 두 가지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Yasukawa et al.(2006)의 모형 시험 조건에 대해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검증을 수행하였다. MMG 모델의 유체력 계수는 

Yasukawa et al.(2006)의 값을 그대로 이용했으며, Cross-flow

모델에서의 항력계수는 별도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

(28)~(30)과 같은 형태로 항력계수를 임의로 구성하였다.

   (28)

  sinsin (29)

  sin (30)

단, MMG 모델과 Cross-flow 모델 간의 Table 1의 선형 동

유체력 계수가 동일할 수 있도록 계수들은 식(31)~(34) 관계식

에 따라 추정하였다. 바지선의 주요 형상인자 및 유체력 계수

는 Table 2와 같다.

  (31)

  ′′  (32)

  ′′  (33)

 ′ (34)

Table 2 Principle dimensions and main hydrodynamic

derivatives for barges (Yasukawa et al., 2006)

item 1B 2B

Length L(m) 1.219

Breadth B(m) 0.213 0.426

Draft d(m) 0.0548

′ 0.4452 0.4027

′ 0.1122 0.1160

′ -0.0342 -0.0237

 0.4135 0.4726

 0.0579 0.0982

3.1 단일 바지선 (1B)

단일 바지선에 대한 예인 해석 결과에 대해 Fig.1에서 비교하

여 보여 주고 있다. 선수각의 변화에 대해서 수치계산은 실험에 

비해 다소 큰 진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요주기는 오히려 약간 

작게 예측해주고 있다. 두 수치모델 중 Cross-flow 모델이 

MMG 모델보다 더 큰 선수각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두 수치

모델 사이의 선수각이 클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차 유체력 

계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선수각 변화 속도와 예

인선에 걸리는 장력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수치계산을 통해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최대값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Cross-flow 모델을 이용한 경우에, 모형시

험보다 다소 큰 선수각 변화와 예인선 장력이 발생하였다.

(a) Heading angle

(b) Yaw rate

(c) Towline tension

Fig. 1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yaw rate

and towline tension for 1B (    )

Fig.2는 다양한 길이의 예인줄에 대해 선수각의 동요주파수

(slewing frequency)와 최대 선수각에 대한 모형시험 및 수치계

산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현재 고려한 두 가지 수치

모델 모두 선수각 동요주파수에 있어서는 정도 높게 예측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대 선수각에 대해서는 수치계산

이 약 10도 정도 크게 예측해주고 있으며, 특히 Cross-Flow모델



을 이용한 결과는 모형시험과 약 15도 가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수각이 클 때 모형시험의 감쇠력이 현 수치모델에

서 고려한 것 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수치적

으로  ′계수를 1.5배하여 선수각 동요에 대한 감쇠력을 증가시

켰을 때, Fig.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대 선수각에 대한 수치 

해석 값이 모형시험 결과에 좀 더 근접해짐을 알 수 있다. 선수

각 운동에 대한 정도 높은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과대 선수각 상

황에서의 감쇠력을 정확히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지시해준다.

(a) slewing frequency

(b) maximum heading angle

Fig. 2 Comparison of slewing frequency and maximum heading

angle for 1B with different towline length

()

3.2 쌍동 바지선 (2B)

쌍동 바지선에 대한 예인 해석 결과에 대해 Fig.3에서 비교하

여 보여 주고 있다. 단일 바지선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수각 변

화에 대한 경향 및 동요주기는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만, 선수각 운동과 예인줄 장력은 수치해

석이 다소 크게 계산되었다. 특히 Cross-flow 모델을 이용할 경

우 선수각 40도 근처에서의 선수각 속도 및 장력이 과도하게 발

생하였다. 이는 현재 항력계수를 식(29), (30)과 같이 단순하게 

모델링함에 따라 과대 선수각 운동이 발생했을 시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치는 고차의 유체력 계수가 정도 높게 모델링 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 Heading angle

(b) Yaw rate

(c) Towline tension

Fig. 3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yaw rate

and towline tension for 2B (     )

Fig.4는 ′값을 변화시켜, 식(26)에 의한 예인안정성 판별식

의 값을 조정하였을 때 두 수치모델의 경향을 비교하여 보여주

고 있다. ′′   일 때는 선형 예인안정성이 확보되

며, 두 수치계산결과는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일 때는 선형 예인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두 수치계산에서 바지선은 모두 일정한 선수각을 유

지하면서 예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만 최종 선수각은 두 

모델 간에 차이가 있었다. ′′   에서는 수치계산 

간 다소 차이는 발생하였지만, 선수각의 진폭 및 주기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Fig.5는 전후방향의 저항을 변화시켰을 때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 때 선수

각 응답이 약 60도까지 커진 반면,   에서는 최

대 선수각이 약 20도까지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두 수치모델 모

두 예인안정성을 판별하는데 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예인안정성이 높은 경우에 두 수치 모델 사이의 계산 

결과가 보다 잘 일치하였다.



(a) ′′   

(b) ′′   

(c) ′′   

Fig. 4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with

different sway hydrodynamic derivative for 2B

(     )

(a)   

(b)   

Fig. 5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with

different surge hydrodynamic derivative for 2B

(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예인안정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를 위해 

MMG모델과 Cross-flow모델을 도입하였다. 두 수치 모델을 이

용하여 바지선에 대한 예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모형시

험 결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두 수치 모델 모두 선수각 

운동의 경향 및 동요주기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 줄 수 있었

다. 반면 최대 선수각은 선수동요에 작용하는 감쇠력의 크기와 

고차 유체력 계수의 정도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Cross-Flow모델이 좀 더 과장된 운동

을 계산해 주었으며,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항력계수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인안정성을 판별

하는데 있어서 두 수치 모델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향후 다양한 예인 해석을 통해 예인안정성 해석을 위한 

정도 높은 수치모델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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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냉난방용 이간격 판형 열교환기의 수치해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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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Numerical Study of Plate Heat Exchanger for Seawater Air
Cond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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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Plate Heat Exchanger 판형열교환기, Seawater Air Conditioning 해수냉난방, Colburn j Factor j 인자, Friction Factor
마찰인자, Channel space 채널간격

ABSTRACT: Plate heat exchanger is being applied in the field of marine plants and chemical industry, such as OTEC and SWAC equipment.
The study aims to interpret the thermal and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of plate heat exchangers to determine the geometric design parameters
such as the channel space. In this study, heat transfer performance was numerically studied with respect to the flow pattern and channel space.
The results from numerica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j factor was linearly decreased with flow rate over every case. As the flow increased
within channel spaces, the j factor was found to be decreased linearly. And the f factor is linearly de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mass flow
rate. The f factor was constant with flow rate over every case. As the flow increased within channel spaces, the f factor was found to be
constant.

1. 서    론

해수냉난방 시스템((Sea Water Air Conditioning System)은 

여름 때 실내에 냉방을 수행하고 겨울 때 실내에 난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이다. 기존 냉난방시스템은 공랭식 타입으

로서 열원으로 대기의 공기를 이용하는 반면 해수냉난방시스템

은 해수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해수냉난방 시스템에서는 물을 

해수와 열교환하여 고/저온의 물을 건물에 보내어 냉난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 열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기가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 Exchnager)이다.

판형 열교환기는 1950년대에 최초로 개발되어 연구가 진행되

면서, 초기에 적용된 식품산업 뿐 아니라, 해수플랜트, 화학공업,

발전설비 등의 발전계통의 중공업분야에까지 널리 이용되어 왔

다. 또한 해양온도차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및 해수냉난방설비와 같은 해수플랜트와 화학공업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이때 높은 열교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판

형 열교환기의 채널 간격, 유로 형성 및 판의 배치가 매우 중요

하다.

교신저자 김현주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45-7

033-630-5000 hyeonju@kordi.re.kr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판형열교환기를 해수냉낭방 시스템에 

적용 시 채널 간격에 따라 전열 성능 및 압력 강하 특성을 수치

해석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판형 열교환기 최적 설계에 관한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판형 열교환기를 모델링한 후, 고/저온측의 채널 

간격에 따른 판형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과 압력강하 특성을 

각각 무차원수인 j factor와 f factor로 분석하였다.

2. CFD 해석

2.1 경계조건

경계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작동유체는 물과 해수로 하며 완

전 발달된 난류유동, 상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열교환기의 입구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량은 모두 출구측으로 

유출되어 전체 해석영역을 통하여 질량보전 법칙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해양심층수연구센터(강원 고성)에 설치된 해수냉난방용 

열교환기의 조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게 위하여, Table 1과 같이 

수치해석의 해석조건을 설정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Parameter Conditions

Water Inlet Temp.(℃) 14.5

Seawater Inlet Temp.(℃) 7

Seawater Inlet mass flow
(kg/s)

0.77

Water Inlet mass flow(kg/s) 0.65, 0.72, 0.8, 0.88, 0.97

Channel space (㎜) 2.4, 2.8, 3.2

Plate Material Titanium

Table 1 Numerical analysis conditions

2.2 모델링 및 수치해석적 방법

판형 열교환기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Solid Works 2012를 사

용하였으며, 수치해석에는 Solid Works Flow simulation을 사

용하였다. Fig. 1의 판은 모델링한 것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생

산되고 있는 모델중 원활한 수치해석을 위하여 가장 적은 것

을 선정하였다. Fig. 2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해석모델로써 Fig.

1과 같은 판(plate)을 총 9장 겹쳐서 물 측와 해수 측의 유로가 

각각 4개씩 되게 모델링하였다. 물과 해수의 유동방향은 열전

달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대항류 유동을 적용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HE

Seawater In

Seawater Out

Water Out

Water In

Fig. 2 Schematic modeling of PHE

Table 2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물과 해수 측의 채널간격으로

서, 각 item에 따라 해수의 유량은 0.77kg/s로 고정하였으며,

물의 유량은 0.8kg/s를 기준으로 10, 20, 30% 증감하여 하나의 

item별로 5번의 해석하였다.

Item seawater channel space water channel space

2.4-2.4 2.4 2.4

2.4-2.8 2.4 2.8

2.4-3.2 2.4 3.2

2.8-2.8 2.8 2.8

2.8-3.2 2.8 3.2

3.2-3.2 3.2 3.2

Table 2 Numerical analysis type

열교환기에서 중요한 변수인 열전달 특성과 압력강하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해서 무차원 수인 j factor와 f factor를 

이용하였다. j factor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Pr
⑴

여기서, G : 질량유속

cp : 비열

Pr : Prantle 수

Nu : Nusselt 수

Re : Reynolds 수

f factor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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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입출구 압력차

L : 유로길이

 :수력학적 직경

 : 평균 밀도

 : 평균 속도

3. CFD 해석 결과

Fig. 3은 수치해석 형태에 따른 물 측의 j factor를 비교한 

것 그래프이다. 모든 해석 형태에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j

factor 값이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채널간격이 

넓어질수록 j factor 값은 작아졌다. 이는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난류를 촉진시켜 Re 값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j factor 인자

인 Re 값이 유량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였으나, Nu값은 증

가폭이 작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4-2.4 일 때 가장 높은 수

치를 나타내었다.

kg/s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0.00020

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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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2

0.00034

0.00036

0.00038

0.00040

2.4t-2.4t
2.8t-2.8t
3.2t-3.2t
2.4t-2.8t
2.4t-3.2t
2.8t-3.2t

Fig. 3 j factor vs. channel space according to mass

flow(water)

Fig. 4는 수치해석 형태에 따른 해수 측의 j factor를 비교한 

것 그래프이다. 모든 해석 형태에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j

factor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해석 

형태에서 해수의 유량은 일정하여 Re 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

으나, 물의 유량의 증가로 해수 출구 온도가 변화하여 Nu 수

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j factor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물 측과 마찬가지로 해수의 j factor도 2.4-2.4일 때 가장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Fig. 5는 물 측의 f factor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해석

에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f factor 값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

고, 채널간격이 넓을수록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량을 

증가할수록 입출구의 압력차는 커지지만, 평균속도 또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채널간격 2.4-2.4 일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2.4-3.6 일 때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물 측의 채

널간격이 작을수록 입출구의 압력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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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j factor vs. channel space according to mass

flow(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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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 factor vs. channel space according to mass

flow(water)

Fig. 6은 해수 측의 유량에 따른 f factor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 값은 거의 일정함을 하였으며, 채널간격이 좁을수록 f

값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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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물 측과 해수 측의 유량에 따른 j factor 합과 f

factor 합의 비를 나타내고 있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그 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8-3.2와 3.2-3.2에서 가장 우수한 값

을 나타내었다. 이 두 개의 채널간격에서 압력강하가 적으면서 

열전달 성능은 우수한 가장 최적의 열교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g/s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2.0

2.5

3.0

3.5

4.0

4.5

5.0
2.4t-2.4t
2.8t-2.8t
3.2t-3.2t
2.4t-2.8t
2.4t-3.2t
2.8t-3.2t

Fig. 7 j factor/f factor vs. channel space according to

mass flow(seawater+water)

4. 결    론

판형열교환기의 해수냉난방 시스템 적용 시 채널간격에 따

른 전열 성능 및 압력강하 특성을 알아보고자 수치해석을 실

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물 측의 j factor 유량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채널간격이 좁을수록 그 값이 큼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난류를 촉진시켜 Re 값이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해수 측의 열전달 특성은 유량이 증가할수록 물 측과 마찬

가지로 증가하였으나 그 기울기는 물 측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물 측의 압력강하 특성은 유량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채널간격이 좁을수록 그 값이 컸으며, 해수 측은 

유량이 증가하여도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채널간격이 좁을수

록 그 값이 컸다.

물 측과 해수 측의 열전달 특성과 압력강하 특성을 각각 더

하여 비교한 결과 채널간격이 2.8t-3.2t와 3.2t-3.2t에서 가장 우

수한 열교환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판형열교환기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본 수치해석 연구 

결과를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검증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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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 패널블록 용접변형의 시간이력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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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ime history of Welding Induced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in Panels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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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Longitudinal shrinkage 종수축량, Thin panel block 박판 블럭, Residual stress 잔류 응력

ABSTRACT: There has been sometimes reported that weld-induced deformation occurred for long time after welding was finished, especially in 
the case of thin panel blocks.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investigating the time history of weld-induced deformation for thin panel blocks. The 
thin panel blocks have been examined for long time after welding. The results are illustrated to show how the weld-induced deformation varies. 

1. 서    론  

선체 블록 제작에 있어 코스트 절감, 생산 자동화를 통한 생

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블록 정확도 이

다. 이러한 블록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블록 변형을 최소화 

하는 적절한 작업조건의 확보, 용접변형의 제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선체 블록 제작 공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접에 의해 발

생하는 변형은 정확도, 강도 뿐 아니라 제품의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품질 및 생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제어되어야 

하는 부분이다(장경복 등, 2005).    

이와 같이 선체 제작 시 치수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작 

공정에 따라 발생하는 용접 변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수축 변형의 경우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다

면 초기에 과도한 수축 마진 적용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축 

마진을 적용함으로써 재 절단과 교정 공정으로 인한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성 향상에 큰 장애요소로서 작용 하게 

된다. 선체제작 시 발생하는 수축 변형의 대부분은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열 변형에 기인하는데 크게 횡 수축 변형과 종 수축 

변형이 대별된다(이동주 등, 2002). 

이러한 수축 발생원은 용접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요인과 이

음부의 내․외적 구속도와 관련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신

상범 등, 2001). 

지금까지의 연구는 용접 직후의 종수축량에 초점을 맞추고 실

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용접 실험 후 다른 온도 조건에서 

한성우: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42-110

 052-259-1377  agonori@nate.com

시간이력에 따른 시편의 종수축량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용접 실험

본 연구의 용접 실험에 사용된 실험 시편은 Fig. 1과 같이 모

재의 크기는 길이×폭×두께=2438×400×6.0mm이고, 보강재로 사

용된 플랫 바의 크기는 길이×폭×두께=2438×100×6.0mm이다.  

각 부재는 Fig. 2와 같이 한 측 필렛 용접으로 용접하였고, 용접

기는 인버터 CO2 용접기를 오토케리지에 연결하여 사용 하였

다. 각 용접 실험의 용접조건은 Table 1과 같다. 

Fig. 1 Welding experimental model

Fig. 2 Weld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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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A] 150

Voltage [V] 21

Welding Speed [mm/min] 200

Shielding Gas CO2

Arc Length [mm] 10

 No. of pass 1

Wire Diameter [mm] 1.2

Torch Angle 45°

Table 1 Welding condition   

Fig. 3 Welding experiment & Outdoor condition

외부의 온도변화에 의해 각 모델의 종수축량의 변화량을 알아

보기 위해 하나의 모델은 실험실 외부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다

른 하나는 실험실 내부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 외부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위해 Fig. 3과 같이 투명 비닐을 이용해서 

온실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용접 시편의 종수축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celcsco사의 와이어

타입의 변위계측 센서를 시편의 양 끝단에 연결하였다. 종수축

량의 변화량은 초당 1개의 값을 측정하였다.

 

2. 실험 결과

Fig. 4, 5은 용접 실험 후 종수축량의 변화량을 용접 시작점과 

용접 끝점에서 15일에 걸쳐 측정한 결과 중에서 01시, 07시, 13

시, 19시에서의 측정값을 정리한 것이다. Fig. 4는 실험실 내부

에서의 측정한 결과 값이다. 용접 시작점에서는 시편이 용접 직

후 0.3mm 수축한 후 그 값의 변화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용접 끝점에서는 용접 후 0.9mm 수축한 후 시편의 종수축

량이 +값의 인장과 -값의 수축이 주기적으로 증감하고 있는 모

습을 보인다. 이는 실험실 내부 온도를 17°C로 일정하게  유지 

했으나 용접 끝점은 실험실 내부 조건의 한계로 인해 외부와 연

결된 셔터에 인접해 있어서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받아 용접 시

편이 인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Fig. 5는 실험실 외부에서 측정한 결과 값인데 실

험실 외부에서는 최저 온도 5°C, 최고 온도가 50°C 이상 올라가

는 환경이었고, 이에 따라 용접 시편이 과도한 인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현상을 보였다. 

Fig. 4 Longitudinal shrinkage of in door case

Fig. 5 Longitudinal shrinkage of out door case 

그리고 Fig. 5의 용접 직후 종수축량은 실험실 내부와 달리 같

은 종수축량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장과 수축량 값

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용접 실험을 수행한 시간이 

서로 달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험실 내부의 경우 19시에 

실험을 시작해서 실험 시편의 온도가 낮았고, 실험실 외부의 경

우에는 13시에 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외부 조건에 따라 실험 

시편이 이미 50°C 정도로 가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Fig. 5와 

같이 종수축량이 용접 시작점과 끝 점에서 같은 값으로 수축한 

이후 용접 시작점에서 끝 점보다 더 많은 인장과 수축이 발생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6mm의 두께를 갖는 시편에 대하여 필렛 용접 

실험을 수행 후 장시간에 걸쳐 시편의 종수축량의 변화량을 측

정, 검토 해 보았다. 실험 시작 전 종수축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시편의 종수축이 진행 되리라 예상했지만, 수축량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강재로 인하여 종수축의 발생

이 억제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향후 6mm의 두께의 시편에 대한 맞대기 용접 실험과 4, 

5mm의 두께의 시편에 대한 필렛 용접과 맞대기 용접 실험을 

수행 할 예정이다. 

   

후    기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

업(WCU) (R33-2008-000-10150-0)과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자지원사

업(2011-0027557)으로 지원된 결과물의 일부임.

 

참 고 문 헌  

이동주, 신상범 (2002). “선체 제작시 용접 수축 변형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기타 간행물, Vol. 2002, No. 11, pp  

2760-2764.

장경복, 박중구, 양진혁, 조시훈, 장태원 (2005). “박판 블록의 

용접 좌굴 변형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용접접합학회 추

계학술대회 개요집 제45권 pp 23-25.

신상범, 윤중근 (2001). “내․외적 구속에 의한 구조용강 용접

부 변형 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제1권, pp 165-167.



가스토치를 이용한 곡 가공 해석 시 입열 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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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 the manufacture of Ships & Offshore structures, fabrication is essential process to make a curved surface. Fabrication 
is classified by pure cold working which is using a roller or press, thermal processing after the first cold worked and pure 
thermal processing. In here, thermal processing is important fabrication process to make a deformation on steel mainly heated 
by the torch. However, we apply the existing methods of work now and in terms of aging of skilled technicians, excessive 
noise, dangers of the operation, rising labor costs, precision of the workpiece and productivity, automation is necessary 
urgently. Recently size of structure becomes huge in the field of shipbuilding. Accordingly structures of various materials are 
produced, the exact accuracy control is required. In this study, through heating experiment of steel by using gas torch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e will establish heat flux model and become a part of automation of heating process & analysis. 

1. 서    론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제작에 있어 곡 가공, 용접에 의한 변

형수정, 판재의 변형수정 등을 위해 가스토치를 사용한 열간가

공은 필수적이다. 특히 선박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변형으로 인한 

변형관리, 정도관리 및 변형예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

고 선박의 유연한 선형을 만들기 위해 선체외판에 곡부위의 

곡 가공을 위한 가열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가스토치를 사용

한 강의 가열 작업은 예측이 어렵고 자동화 되지 못하여,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열 변형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가열 자동화 시스템의 필

요성이 대두 된지 오래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여러 연구 기

관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일부 곡 가공 분야 외

에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스토치를 이용한 선상가열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시 온도계측과 열영향부 검토등 실험을 통한 데

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여 가스토치를 이용한 강의 가열작업에 의한 입열 모델을 정

립함으로서 가열작업의 자동화와 해석을 위한 일부분이 되고

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결과  

2.1 실험 방법

토치를 이용한 가열시 강판의 입열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시편을 이용한 가열실험을 하였다. 시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ild steel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보인바와 

같이 시편은 길이 500mm, 폭 300mm 크기에 두께는 6mm와 

9mm두 종류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가열 시 사용한 장비는 일정한 가열속도와 시험편과 토치간 

거리(stick-out)를 유지하기 위해 3차원으로 이동이 가능한 

Gantry type의 자동 가열장비를 사용하였다.

가열시 사용한 가스는 LPG와 산소이며, Table 2와 같은 유

량과 유압 그리고 가열 속도 등 가열조건을 적용하였다. 가열 

중에는 압력게이지와 유량계를 통해 압력과 유량을 실험간 일

정하게 유지하였다.

Table 1 Material type of specimens

No. Type of 
material

Size
( L x B )

Material 
Thick
(mm)

No of
specimen

1 GL - A 500 x 300 
 6 1

2 GL - A 500 x 300 
 9 3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Table 2 Condition of heating by gas torch

Flow rate

[ min ]
 23 

 50 

Velocity of 

flow

[  ]

 1.7 

 4   

Heating speed [ min ] 200, 250, 300, 400 

Stick-out [ ] 50 

Torch tip 3000

Fig. 1 Position of thermocouple

가열 시 온도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이면에 열전대를 부

착하였다. 열전대는 시편의 이면에 열원의 중심으로부터 20 

mm 간격으로 부착 하였고, 사용한 열전대는 K-type 이며, 온

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 변화를 측정 할 수 있었다. 

실험의 진행시 부착된 열전대를 통하여 실시간 온도를 계측

하면서 가열된 시험편을 100℃ 이하까지 공냉 하였으며, 냉각

이 끝난 시험편은 밴드소우(Band Saw)장비를 통해 절단 시 열

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며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편은 

폴리싱(Polishing) 작업을 통해 표면처리를 한 후, 에탄올을 이

용해 시편 세척을 하여 부식을 방지 하였다. 이후 에칭

(Etching)을 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용액은 에탄올과 질산의 혼

합용액 이며, 질산 4%의 Nital용액으로 매크로 에칭(Macro 

etching)을 하였다.

2.2 실험 결과

앞 절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실험은 두께 9mm인 시편에 속도 200, 250, 300mm/min인 

3가지 경우와 두께 6mm인 시편에 속도 400mm/min인 1가지 

경우를 하여 총 4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시 이면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계측한 온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편의 두께가 9mm이고 가열속도를  200mm/min로 한 시편

의 경우 Fig. 2와 같은 이면온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른 조건의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온도이력곡선을 나타내었

다. 가열중심 이면의 최고온도는 799.02℃로 측정되었으며, 열

원에서 멀어질수록 이면의 온도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공냉으로 인해 온도가 서서히 하락함을 볼 수 있다.

Fig. 2 Temperature history of heating case (9t-200mm/min)

 Fig. 3 Maximum temperature of heating case

두께 9mm인 3가지 속도의 경우와 두께 6mm인 1가지 속도

의 경우에 대한 이면온도계측값의 최고온도 그래프는 Fig. 3과 

같다. 두께 9mm, 속도 300mm/min 의 case를 제외하고, 시험

편의 열원 중심에서 700℃ 이상의 열전달이 되었으며, 열원으

로부터 20mm 이격된 곳에서도 700℃ 이상의 열이 전달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실험한 4case 모두 그래프의 형태가 이와 유

사하게 나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험시 가스토치의 입열로 인한 조직의 변화 상태를 알아보

기 위해 시험편을 절단하여 매크로 에칭(Macro etching)을 한 

사진이다. Mild steel의 화학조성으로 인한 온도에 따른 조직의 

상 변태점이 약 727℃ 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계측된 시험편 

이면온도와 에칭 된 시험편의 형상을 육안으로 비교해 대략적

으로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Make an etching of specimen ( 9t-250mm/min )



실험을 통해 계측된 온도데이터와 가열된 시편을 절단 후 

에칭을 통해 찾은 열영향부를 가지고 입열 모델 정립에 검증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3. 열탄소성 해석 및 입열 모델 정립

3.1 열탄소성 해석

 가스토치를 이용한 강의 가열시 열변형에 대한 열탄소성해

석은 이론적으로 열전달 문제와 탄소성해석 문제가 연성된 형

태이나 변형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가열 중 발생하는 

판의 기하학적 형상 변화가 열전달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열전달문제와 열변형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장현 등, 2002). 즉, 열

전달해석을 통하여 열원이 통과하는 과정의 온도분포를 각 

Time step에서 계산한 다음, 이 결과를 열하중으로 입력하여 

탄소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가열에 의한 변형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토치를 이용한 가열시 입열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열전달 해석만 수행하였다.

열전달 해석 시 경계조건은 자연대류(Free convection 

condition)로 하였다. 여기에 열손실 계수(Heat loss coefficient)

에 대해서 고려하였으며,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열전달 현

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잠열(Latent heat)도 고려하였다. 냉각방

법은 실험과 동일하게 공냉으로 하였다.

3.2 입열 모델 정립

열전달 해석 시 입열 모델을 위해 Tsuji가 제안한 식 1과 같

은  double gaussian heat flux를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첫 번

째 화염과 두 번째 화염의 분포로 결정된다.

  























 




                     (1)

각각의 Parameter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표시한 바와 같다.

  : Heat flux distribution 

 : Heat efficiency  

 : Radius of 99.8% first heat flux frame

 : Radius of 99.8% second heat flux frame

 : second heat flux over first heat flux

 : Heat flux due to chemical reaction

   

Table 3은 화염을 위한 열속 모델을 이용하여, 앞서 Table 2

의 실험 조건을 통하여 식 1에 필요한 Parameter들을 정리하

였다.

Table 3 Heat flux distribution variable of LPG flame 

Flame length [mm] Second heat flux over first 

heat flux (   ) 

100 340 0.3

4. 해석 결과 및 비교

실험을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토대로 double gaussian heat 

flux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Fig. 5와 같은 입열모델이 

만들어 졌으며, 이 값을 열전달 해석에 적용해 보았다.

 

Fig. 5 Double gaussian heat flux

적용결과의 비교는 해석한 결과 값과 실험값의 최고온도점

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최고온도비교는 Fig. 6

과 같은 결과값을 가지는데 실험값과 열전달 해석값이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시 같은 두께에서 속도의 

영향에 대한 이면온도차이가 잘 구현이 되었음을 보인다.

Fig. 6 Comparison of the maximum temperature (9t)

 



5. 결론

가스토치를 이용한 곡가공시 입열 모델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한 온도 및 열영향부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입열 모델을 구성하였다.

가열시 온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열전대를 이면에 부착

한 후 실험하여 시편에 온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가스토치의 

입열로 인한 열영향부를 찾았다. 실험시 사용된 조건을 식 1에 

적용하여 2차원 열전달해석에 필요한 Double gaussian heat 

flux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heat flux를 통해 다른 모델에 적용

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과정은 계산된 heat flux를 

적용한 모델의 이면온도와 실험 시 계측된 온도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실험값과 매우 흡사한 결

과가 나와서 입열 모델이 잘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입열 모델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편의 크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열시 변수로 인한 효율의 

변화에 대한 Case study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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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 패널 블록 조립 시 단속용접에 의한 변형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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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s of Intermittent Fillet welding 
       

Nam-Hak Heo*, Joo-Sung Lee*
*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KEY WORDS: Intermittent welding(단속용접), Fillet welding(필렛 용접) Heat affected zone(HAZ, 열영향부), Heat input(열 입열), 
               Weld-induced deformation(용접 변형), Metallographic(금속 표면 확대도)

ABSTRACT : As considerable interests in the weld-induced deformations have been increas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ships’ block. 
The weld-induced deformations cause reduction of the production of construction and increase the price of the ship. thus many 
people work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re trying to reduce the weld-induced deformation and proceed studies of new technology 
for welding. So this study applied the method of intermittent welding to reduce the weld-induced deformation and it also used 
thermocouples of k-type to measure the pattern of heat input. Using the pattern of heat input is more efficient to analyze the 
weld-induced deformation especially angular distortion by computer program.  And also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tents that is 
about the angular deformation and its metallographic deformation to get the more information through the mounting & polishing, 
etching of the specimen.

1. 서 론

용접은 해양구조물이나 선박의 건조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므로 용접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의 목적에 맞는 동일한 구조

물을 결과로 만들어야 되므로 용접변형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해양구조물이나 선박의 건조에서 발생되

는 용접변형은 외관상의 불량은 물론이며, 구조면에서는 강도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판구조물에서 면외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제작이 완료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교

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노동시간 등의 증가

로 전체 건조비용의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 등의 원인이 되므

로 판구조물의 용접변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현재까지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선박에 있어서 박판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박판 블록의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

지 방안들이 제안되었는데(신대희 등, 2007; 이주성과 김철

호,2006), 그 중 하나가 단속용접(Intermittent welding)이다. 기

밀이나 수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 구조 안전성 측

면에서 허용 수준이상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연속용

접(Continuous welding)보다 단속용접을 적용하면 입열량의 대

폭적인 감소로 용접변형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어렵

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이주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판 평블록 필렛 용접에 단속 용접

법(Intermittent welding)을 적용하고, 이에 발생되는 용접에 의

한 각 변형량(Angular distortion)을 알아보며, 일반 연속용접

(Continuous welding) 경우일 때 발생되는 각 변형량과의 비교

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연속용접 모델과 

단속 용접이 적용되고 Pitch 크기를 각각 달리한 실험모델을 

사용하여 직접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실험모델

본 실험에서 연속용접 및 단속용접에 사용된 Base model의 

재질은 연강(mild steel)이며 Fig.1과 같이 평판에 flat bar를 부

착하는 필렛 용접을 실시하였다. 이때 보강재는 Tack welding

을 하여 고정을 하였다. 단속용접의 경우 Pitch는 비 용접구간

(Non-welding)을 나타내며, P80은 비 용접부 구간의 길이가 각

각 80mm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Pitch간격에 따른 각각의 

model들의 부재치수는 Table 1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모델의 

동일한 입열량을 위해서 용접선 길이의 합은 모든 Case에서 

동일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비용접구간인 pitch의 길이에 따

라 판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다. 길이를 제외한 그 외의 시편 

치수 인 두께와 폭의 경우는 모든 Case들에서 같게 정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Tack-welded base model for welding 

  

Table 1  Types of model

Model
Plate Stiffener(Flat bar)

L × B × T [mm] L × H × T [mm]

Continuous 800×300×6 880×60×6

P80 880×300×6 880×60×6

P100 980×300×6 980×60×6

P120 1080×300×6 1080×60×6

P140 1180×300×6 1180×60×6

 2.2 실험방법 및 조건

본 연구에서 용접은 Fig.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용접

(Tack welding)된 시편을 자동용접기(Auto welding carriage)를 

이용하여 FCAW(Flux Cored Arc Wedding)인 CO2용접을 사용

하였으며, 보강재의 한쪽면만 용접을 하는 One side welding 

법을 적용하였다. 시편의 재질과 용접 시 적용되는 전류, 전압, 

용접 속도 등 용접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연속용접과 단속용접에서 발생되는 각변형량과 온도를 계측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변형량의 측정

은 판의 이면에 Grid를 결정하여 용접전과 후에 동일한 지점을 

레이저 거리센서를 이용하여 변위를 측정하였다. 용접 시 발생

되는 시편의 온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Plate의 중심

(Stiffener 두께부분의 중심)부분의 이면을 기준으로 0mm, 

10mm, 20mm, 50mm 지점에 Fig. 3 과 같이 k-type 열전대를 

부착하여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리

고 용접 후 입열 된 정도를 확인하기위하여 충분히 냉각이 된 

시편의 용접부위를 벤드쏘우(bendsaw)를 이용하여 열이 들어가

는 것을 최대한 줄이며 절단한 후, mounting작업과 polishing 

및 etching 작업을 시행하였다. Etching은 Macro와 Micro로 나

뉘는데 열영향부만 보려면 Macro-etching을 하면은 되고, 조직

을 보려면 Micro-etching을 해야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열영향

부와 용접 부 주변의 조직을 모두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를 

다 시행하였다. Etching시 ASTM-E340에 의거하여 사용한 용액

은 질산(Nitric acid)과 에탄올(Ethanol)의 혼합비율이 질산 4%

의 Nital용액을 사용하였고,  Etching시간은 규정에 맞춰서 적

용하였다.

Fig. 2  Welding system

Table 2  Condition of welding

      Material mind steel

      Current ,I 150[A]

      Voltage ,V 21[V]

      Welding speed ,v    200[mm/min]

      Process CO

      Tip distance 10[mm]

      No. of passes 1

      Wire diameter 1.2

 

Fig. 3  Positions of thermocouple

3.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단속 용접 시 발생되는 변형특성에 대한 내용

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2장에서 말한바와 같은 내용의 실험을 

진행하여 나온 결과 및 분석에 대한 것이다.



3.1 각 변형량과 온도분포

3.1.1 각 변형량의 결과

Fig. 4는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조건에 대한 각 변형량을 나

타낸 것이다. 각 변형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접 전에 

초기변위를 계측하고 용접이 끝난 후에 충분한 냉각시간을 거

쳐 발생된 변위를 계측하여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연속용접

에 비하여 단속용접의 경우 발생된 각 변형량이 1/2이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용접 시 들어간 입열량의 차이가 2배 이상 

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P80의 경우

에는 연속용접에 비해 용접선의 길이가 50%인데 각 변형량은 

약 40%수준으로 각 변형량에서는 연속용접에 비해 단속용접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속용접에서 같은 입열량을 

가지는데 Pitch의 간격이 좁을수록 각 변형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에서 150mm 인 부분(중심부분)을 중심으

로 우측편이 좌측에 비해 각 변형량이 높게 나오는 것은 One 

side welding법을 적용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Fig. 4  Angular distortions of pitch case 

 

3.1.2 온도분포의 결과

용접 시 발생하는 온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모델의 이면

에 부착한 열전대는 Fig. 5와 같이 용접선 길이방향을 중심으

로 0, 10, 20, 50mm에 부착한 결과이다. 실험모델의 중앙부 이

면에 부착한 열전대의 최고온도는 약 460℃정도 나타났으며, 

열전대를 부착한 중앙부와 용접선에서 가장 먼 50mm 지점의 

최고 온도차는 약 340℃정도 되었다. 이는 용접부에서 멀어질

수록 이면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수치해석시 이면의 온도분포를 실험값과 비교

해가며 검증할 것이다.

Fig. 5  Temperature measered by thermocouple 

 

3.2 용접부 확인

3.2.1 용접부의 Mounting 및 Polishing, Etching

용접된 시편에 열영향부와 조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앞

선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용접부

를 절단하여 Fig.6와 같이 Mounting 작업을 한 후, Polishing과 

Etching 작업을 하였다. 사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용접시 발

생되는 입열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열영향부가 육안으로 확인

이 되고 조직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조직

의 변화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6  Specimen after mounting(left) and polishing     

- etching(right)  

3.2.2 열영향부의 조직변화

앞선 Fig. 6에 나타낸 에칭후의 사진(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용접에 의해 용착금속(Deposited metal)과 열영향부

(Heat Affected Zone, HAZ) 형태가 보이며 동시에 연강내의 금

속 조직 또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가지

고 Micro   etching을 통한 조직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용착금속과 모재사이의 구간 즉, 열영향부 구역 안에

서 몇 가지 조직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열영향

부 안에 입자 조 화 역, 입자미세화 역, 부분상변태 역이 

있음을 악할 수 있었고, 모재와 열 향부사이에 뜨임처리

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Deformation of metallographic of H.A.Z

 Point    Area  Zoom ×100  Metallographic(×1000)

   ①
  Deps i t ed 

  - metal

   ②

 

   H.A.Z

   (Heat-

  Affected 

   Zone)

   ③

   ④

   ⑤

   ⑥
  Base -

  meta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속용 과 단속용 의 차이를 비교하 고, 

단속용 에 있어서 Pitch의 크기에 따른 각 변형량 차이에 

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용  시 열 를 이용하여 온도 분

포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 으며, 용  후 발생되는 용

부와 모재의 조직변화에 해서도 확인하 다.

연속용 과 단속용 의 각 변형량 차이에 한 결과는 연속

용 에 비하여 단속용 의 경우 발생된 각 변형량이 1/2이하임

을 알 수 있는데 Pitch 80의 경우에는 연속용 에 비해 용 선

의 길이가 50%인데 각 변형량은 약 40%수 으로 각 변형량에

서는 연속용 에 비해 단속용 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속용 의 Pitch의 변화에 따른 각 변형량 차이

는 Pitch의 간격이 좁을수록 각 변형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  시 이면에 부착한 열 를 이용한 온도 계측의 

경우에는 용 부에서 멀어질수록 이면의 온도가 격히 낮아

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료를 토 로 수치해석 시 이면

의 온도분포를 실험값과 비교해가며 검증할 것이다. 용  입열

로 인해 용착 속과 모재의 조직변화에 해 열 향부의 크기

와 각 열 향부 내부의 조직변화에 해서 크기와 경향을 

악할 수 있었으며, 이 역시 수치해석에 열 향부경계를 토 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향후 본 논문의 자료는 용 련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단되며, 본 연구의 이면온도계측과 열 향부에 

한 자료는 수치해석 시 데이터검증에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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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mplementation of the simulation for subsea production system. Subsea production system is 
installed under the environment of high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Most of processes of production are proceeded in the subsea 
equipments. Therefore, the understanding and study of subsea production system is very difficult because people cannot observe the 
process directly. The simulation system can be a solution for this difficulty. In this research the information models and 3-D graphic 
model for the subsea equipments were built using the object-oriented technology and 3-D CAD. The entire system was implemented 
with help of simulation software, 3-DVIA Virtools. The simulation system of subsea production system was tested with several scenarios 
of production proces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simulation system is very useful for the understanding of subsea production 
system and can be a good education tool.

1. 서    론 

Subsea Production System 관련 시장은 2009년 기준 연간 180

억 달러로 추정되고, 심해 및 극지 개발 증가에 따라 2013년 까

지 매년 높은 증가가 예상 되어 2013년에는 약 30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해상생산설비에 2~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Fig.. 1 심해와 천해의 시추 투자 현황 및 전망

IHS(Information Handling Services)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

로 석유의 잔존 매장량 중 해양석유가 약 24%를 차지하고 

박주용 :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 공학부

051-410-4307  jypark@hhu.ac.kr

가스의 경우에는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해상가스의 비중이 약 

43%를 차지한다. 현재 해양석유생산은 전 세계 석유생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심해 석유 생산량은 전체

의 6%수준이지만 2012년까지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부문이 될 것으로 Douglas 

-Westwood는 전망하고 있다.

Subsea system의 장비는 심해저 환경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유지관리 등 고도의 첨단기

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술은 해저 플랫폼에서 각종 구

조물 및 설비의 이송, 접합, 고정 등 극한기술로서 특화 경쟁력

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저 석유생산장비는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구입한다 하더라

도 실제 해저에서 작동하는 환경을 구현할 수 없어 작동원리를 

알기 어렵다. 또한 하나의 장비는 다른 장비와 연동하여 움직이

고, 연동되는 시스템은 거대하며 실제 장비의 작동원리, 작동방

법, 장비간의 연동성을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위

에 언급한 장비에 대한 이해와 그 시설물들에 대한 배치가 매우 

중요하여 극히 제한된 회사만이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우리나라에서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이 미미한 

실정이다.

심해에서 일어나는 생산과정은 주위의 환경이 열악하여 접근

이 불가능하다. 이는 실제로 석유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 

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하지만 심해에서 일어나는 생산과

정을 알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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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저에 설치하는 작업은 비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이를 단시간 내에 끝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배치 설

계 이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3차원의 가상환경을 이용하여 검증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해에서 일어나는 생산과정을 알고 3차원의 가

상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저에 설치되는 subsea system의 

well, x-mas tree, manifold, flowline, umbilical cable,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UTA) 등과 같은 주요 장비들을 중심으로 

각 장비들의 특징, 작동 원리를 고려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그

리고 장비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며 해저 석

유의 생산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다.

2.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 

2.1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과 역할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장비는 안정성과 실적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해 석유 생산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곳

은 소수이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

은 점 때문에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 장비 산업은 초기 진입장

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장비를 크게 생산과정 장비, 수송과

정 장비, 제어 장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IOR(Increase Oil Recovery) 장비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IOR 

장비는 아직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장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X-mas tree

X-mas tree는 wellhead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주요기

능으로는 원유의 생산 제어하고, 바다와 유정의 안전 경계역활

을 한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으로는 유정이나 flowline에 화합물 

주입하고, Downhole 밸브들의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Annulus의 

초과 압력을 빼내고 Choke를 통해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2.1.2 Manifold

  Manifold는 통상 4~10개의 유정으로부터 뽑아 올린 원유를 

모아서 flowline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구성은 대

형 배관과 차단 밸브로 구성된다. 그리고 해저에서 manifold를 

지지와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하부구조가 있으며 심해에

서는 보통 Suction Pile Foundation을 이용한다. 또한  x-mas 

tree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manifold까지 공급한다.

2.1.3 Flowline, Pipeline End Termination(PLET)

처리설비까지 저류층 생산물을 수송하는 관로인 pipeline의 끝

단부에는 pipeline end termination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장비는 

특별한 기능은 없으며 pipeline과 다른 장비가 jumper를 통해 효

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pipeline을 마무리하는 형상을 가지

고 있다.

2.1.4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UTA)

해양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복합케이블인 Umbilical의 끝단

부에는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UTA)라는 장비가 설치

되어 있다. 이는 umbilical 내부의 다양한 신호와 화합물을 알맞

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3. 객체지향 정보 모델링

3.1 객체지향 모델링 기법

객체지향 모델링 기법은 구조화된 모델을 사용하여 실세계에

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객

체(Object)를 기본 구조로 한다. 객체지향 모델은 문제의 이해, 

작업자간의 의사소통, 문서화 그리고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의 설계에 유용하다. 공통적인 속성(Attribute)을 지니는 객체

(Object)를 하나의 클래스(Class)로 정의하고, 링크(Link), 연관화

(Association), 일반화(Generalization), 상속(Inheritance), 집단화

(Aggregation) 등을 이용하여 클래스와 클래스 또는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3.2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은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용의 모델링 언어이다. UML은 

객체 지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시각적인 모델을 만들어내

는 그래픽 표기법을 포함한다. 때문에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등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발자 상호 간의 의

사소통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산업계 표준으로 채택

되었기 때문에 UML을 적용한 시스템은 신뢰성이 있다. 

Fig. 2은 UML 2.2의 14가지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class 

diagram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Fig.. 2 UML 다이어그램의 class diagram

이 논문에서는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구조적인 체계를 

class diagram으로 작성하고 시스템의 장비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며 작동하는지 sequence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 

3.2.1 Class diagram

Fig. 3의 class diagram은 모델링 된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

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시스템에서 필요한 

객체들의 관계를 나타내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한

다.



Fig.. 5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layou과 particle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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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ass diagram of system

3.2.2 Sequence diagram

심해 석유 생산을 진행할 때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장비가 

서로 주고받는 신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sequence 

diagram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sd Class M ode l

Wel lhead ChokeT ree  body Production M ani fo ld PLET

Change  o i l  f low d i recti on ()

Check the  p ressu re()

Regu la te_fl ow()

Con tro l_ flow()

T ransfer o i l  to  p latform ()

Overp ressu re ()

Close()

Fig.. 4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sequence diagram

4. 석유 생산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4.1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layout

광구 개발과정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석유 회수 부분이 중점

적으로 논의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알맞게 각 장비의 배치를 

고려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배치를 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장비 운용에 대한 시뮬

레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비용, 광구 속성, 정치적 요건은 

배제하고 기술적 요건에 따라 이미 개발 중인 광구를 조사하여 

원유생산의 시나리오와 함께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4.2 시뮬레이션 구현 방법

3DVIA Virtools는 각 장비와 그 부속품들을 객체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의 구현이 가능하다.

석유의 움직임을 예상한 경로만으로 표현한다면 시뮬레이터

로써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3DVIA Virtools의 particle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불규칙적인 석유의 유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wellhead 안쪽에 emitters를 설치하고 관과 심

해 석유 생산 시스템의 장비를 deflector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wellhead 안쪽에서 생성된particle이 x-mas tree, manifold, 

jumper등의 장비 내부를 따라 이동하며 석유의 이동 경로를 표

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 심해 석유 생산 시뮬레이션

Subsea production 버튼을 통해 심해 석유 생산 과정의 시나

리오와 sequence diagram을 구현하였다. 각 구성품에 알맞은 작

동과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PLET 앞에는 하나의 판을 설치하여 이 판에 부딪치는 

particle의 개수를 셀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으며 이 개수를 

통해 개략적인 생산량과 두 PLET의 생산량의 비율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

여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실행해 보았다.

(1) 정상상태

첫 번째로 정상상태 일 때 석유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약 5분 9초 700ms 실행한 결과 PLET 1과 PLET 

2에 도착한 particle의 개수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 정상상태와 그 결과값

(2) 문제 상황 1

이 시나리오는 PLET 1 혹은 manifold에서 PLET로 연결되는 

jumper에서 균열이 생기는 문제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대안으

로 PLET 2로 생산을 지속한다고 가정하고 manifold의 밸브를 

그림을 다음과 같이 조작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보았다.



정상상태와 비교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약 5분 9초 700ms 동

안 실행하였고 PLET 1에 도착하는 particle이 없음을 확인함으

로써 PLET 1을 사용하지 않고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 문제 상황 1과 그 결과값

(3) 문제 상황 2

이 시나리오는 x-mas tree 중 하나가 이상이 생기거나 

manifold에서 x-mas tree와 연결되는 jumper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밸브 조정을 하지 않고 약 5분 9초 700ms 동안 실행한 결과 

두 개의 PLET에 도착한 particle의 수 차이가 38로 나타났다. 반

면에 밸브를 조정하고 실행한 결과 차이가 6으로 줄어들어 두 

PLET 부하의 격차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Fig.. 8 문제 상황 2와 그 결과값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해 석유 생산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객체 지향 정보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은 저온, 고압인 환경에 설치되며, 대부

분의 생산과정이 구성품의 내부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심해 석

유의 생산과정은 직접 관찰 할 수 없으며 실제 장비 또한 매우 

고가이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해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을 결정하였다.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

의 구성품을 3D 모델링 툴인 CATIA를 통해 모델링하여 시뮬레

이터를 구현할 3DVIA Virtools 라는 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3DVIA Virtools를 이용하여 각 구성품의 작동을 시각화하는 과

정을 거쳐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고가의 장비의 구입 없이도 컴퓨터를 

통해 가상으로 심해 석유 생산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구성

품의 작동원리와 함께 작동과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관련학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관

련 산업에서도 심해 석유 생산의 과정과 그 장비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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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선상가열시 다중토치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훈*, 이주성*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Steel Plates
due to Multi-line Heating

Sang-Hoon Lee*, Joo-Sung Lee*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cy of Ulsan, Ulsan, Korea

KEYWORDS: Multi-line heating 다중선상가열,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 열변형특성, Angular distortion각변형

ABSTRACT: An important three factors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ship are cutting, bending(or plate forming), and welding. 
These processes experience the same thermal cycle due to moving heat source, that is heat inputting, reaching to the highest 
temperature followed by cooling. Many processes in shipbuilding  have been mechanized and automated. Plate forming process is still
dependent on the workers’ skill and experience although this process is one of the key processes in shipbuilding.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nvestigating the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steel plate due to multi-line heating. It is 
inten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ine heating. The thickness of steel, heating speed, gas flow, stick-out a variety of heating 
conditions are constant, the distance between the torch experiments were conducted as a variable. For the multi-torch distance 
variation compared to the temperature and angular-distortion, were analyzed on the interaction of the flame.

1. 서 론

선체 외판은 주로 곡면으로 이루어져있는데, 3차원 곡면을 

이루는 비율은 대형선박의 경우 약 40%, 중소형선의 경우 약 

60-70% 정도이다. 현재 이러한 곡면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는 롤러(roller)나 프레스(press)를 이용한 순수 냉간가공

(coldforming), 1차 냉간가공 후 열간가공(heating forming) 그

리고 순수 열간가공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선체 중앙부와 같

이 곡률이 일정한 부분이나 변화가 크지 않은 부분 즉, 한쪽

방향으로만 곡률이 있는 경우에는 순수 냉간가공이 사용되고, 

선박의 선수 및 선미부와 같이 곡률의 변화가 심한 부분의 

경우는 1차 냉간가공 후 열간가공을 실시하여 원하는 목적 

곡면을 만든다. 전체 성형 가공 공정 중 열간가공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곡판은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간가공을 

하는 방법에는 주로 선상가열을 이용한다.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열간가공인 선상가열은 효율성 향상이 생산성 향

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초기의 작업방법 그대로 사용

하고 있는 공정이므로 숙련된 기술자의 경험과 감각에 전적

으로 의존하여 수작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강판의 곡가공에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됨과 더불어 작업 시 발생되는 심한 

소음과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장시간 작업을 하기에는 어

려움이 많아 작업자들이 선상가열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

정이다. 선상가열 숙련기술을 익히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고 향후 숙련된 작업자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작업자의 고

령화, 인건비의 상승, 가공물의 정밀도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이러한 이유로 이 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고, 자동화 시

스템 개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Ueda, et al., 1991; 

이주성, 1997; 장창두 등, 2002; 이박인 등, 2002; 김용균 등, 

2002; Terasaki, et al., 2002; 이주성 등, 2005; 양영수 등, 

2010)

본 논문은 선상가열시 효율향상을 위해 다중 토치를 이용

하여 선상가열한 후 강판의 변형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

다. 선상가열시 강판의 두께, 가열속도, Gas 유량, 가열시 토

치와 강판과의 거리등 다양한 가열 조건이 일정할 때 가열토

치간 거리를 변수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 토치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온도와 각변형량을 비교하였으며, 화염의 

간섭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실험시 계측한 온도데이

터와 열전달 해석을 통한 이면 온도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다.

2. 실험 모델 및 조건

선상가열시 다중 토치를 이용하여 동시가열을 진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조건으로 하였다. 실험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정하였고, 3

개의 토치를 사용하여 각각의 토치사이 거리를 100, 150, 200 

mm로 변경하며 실험을 실시하였다. 열전대는 시편의 뒷면에 

부착하여 온도의 변화를 계측하였으며, 사용한 열전대는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k-type 이다. Fig. 1은 토치간 거리 d=100mm일 때는 열전대

를 10mm 간격으로 부착한 사진이며, 토치간 거리가 150, 

200mm인 경우에는 열전대를 15, 20mm 간격으로 부착하여 

11곳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는 토치와 토치사이의 

거리 영향에 대한 온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해서이다.

실험시 냉각조건은 공냉으로 하였으며, 온도변화는 이면의 

온도가 200℃ 이하가 될 때까지 측정하였다.

Item Dimension

Plate size (L x B) [mm2] 1000 x 740

Plate thickness [mm] 19

Heating speed [mm/min] 300

Flow rate

[l/min]

LPG 23

O2 50

Pressure of 

flow

[kgf/cm2]

LPG 1.7

O2 4

Stick-out [mm] 50

Torch tip 3000

Distance of torch [mm] d 100, 150, 200

Table 1 Condition of multi-heating

Fig. 1 Test specimen at which thermal couples are attached 

      : =100mm

3. 실험결과

위의 실험 조건으로 다중 선상가열시 강판의 변형특성에 

관한 실험결과이다. 온도계측결과, 각변형량 그리고 화염의 

간섭 순으로 나타내겠다.

3.1 온도계측결과

앞서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토치의 간격에 따라 열전대

를 부착하는 간격을 달리하였으며, 실험시 강판의 이면에 대

한 온도변화를 계측하였다. Fig. 2는 실험시 부착한 열전대의 

온도이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토치간 거리 d=100mm인 경

우를 나타내고 있다. 강판 이면의 최고온도가 430~500℃범위

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치사이의 거리가 좁

아서 각 화염의 간섭으로 인해 강판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 Measured temperature history at each thermal couple 

     : =100mm

가열선 사이의 거리 d=100mm인 경우 두 개의 모델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중앙가열선 H1의 위치를 영(Zero)로 할 

때 우측 방향으로 각 채널에서의 최고 온도를 Table 2에 정

리하였다. 2회에 걸쳐 수행한 실험에서 계측한 최고 온도의 

최대 차이는 약 14%로서 실험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

단된다. 두 모델에 대한 각 채널에서의 평균 값을 Table 2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Fig. 2에 온도이력그래프를 도시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두 토치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최고온도가 

가장 낮으며 토치에 근접할수록 최고온도가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실험시 소모되는 가스와 산소의 유량이 같다면 중앙가

열선 H1과 우측가열선 H2 위치에서의 최고 온도가 같아야 하

나 채널 11 즉, H2 위치 기준으로 채널 1 즉, H1 위치에서의 

최고 온도가 6.9% 정도 낮았다. 이는 H2 보다 H1에서의 가스

와 산소 유량이 약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토치의 경

우 모든 토치에 대해 가스와 산소의 유량을 정확하게 같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실험은 합리적으로 이

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Point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est-1 467.5 469.4 439.6 422.9 418.2 425.9 423.2 447.8 472.1 472.9 -
Test-2 463.4 481.3 459.2 459.3 437.9 435.7 440.7 440.5 476.4 495.3 499.9
Average 465.4 475.3 449.4 441.1 428.0 430.8 431.9 444.1 474.2 484.1 499.9

Table 2 Measured maximum temperature by thermal 

  couple : =100mm



3.2 각변형량

다중 토치를 이용하여 강판의 변형을 알아보기 위해 가열

후 충분한 냉각시간을 거쳐 시편의 각변형을 계측하였다. Fig. 

3은 토치의 간격에 따른 각변형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편의 

길이 방향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토치의 간격이 좁

을수록 각변형량이 크며, 간격이 멀어질수록 변형량이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의 좌측이 우측에 비해 각변형

량이 높게 나오는 것은 3개의 토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는데 동일한 유량과 유압으로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토치에 정확한 가스와 산소의 양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Angular distortion of heating case

3.3 화염간 간섭

3개의 토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선상가열하는 실험에서 각 

토치사이의 화염반경에 따른 영향이 있다. 이는 토치간 거리

가 가까울수록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Fig. 4에 보인바와 같

이 토치간격이 100, 150mm인 경우 화염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200mm에서는 화염의 간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

다. 토치 팁의 크기와 시편과 토치와의 거리(stick-out)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토치 팁 3000번과 

stick-out 50mm에 대한 연구이다.

Fig. 5 Interference of flame

4. 수치해석을 통한 온도분포

강판의 선상가열시 변형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토대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은 열

전달해석을 실시하여 가열선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하여 실험결과 값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열전달 해석시 적용한 Heat flux는 Tsuji(1988)가 제안한 

Double gaussian heat flux를 적용하였으며 Table 1의 가열조

건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은 형태로 적용하였다. 열전달 해석

은 2차원으로 수행하였다.

Fig. 4 Double gaussian heat flux



실험시 계측한 이면온도 자료와 열전달해석을 수행하여 나

온 결과를 가열선 거리 d=100, 150, 200mm 3가지 경우에 대

하여 Fig. 5에 비교를 하였다. 실험값과 해석값의 최고온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실험값과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maximum temperature between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5. 결 론

선박 외판의 성형공정에서 선상가열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산공정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 선상가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때 강판의 변형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상가열시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들은 고정시키고 토치 3개를 설치하여 

토치사이의 거리만 변수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거리

는 100, 150, 200mm로 하였으며, 토치의 거리에 따라서 선상

가열시 토치사이의 온도와 시편의 각변형량 그리고 토치간격

에 따른 화염의 간섭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토치의 거리가 비교적 좁은 경우에는 화염이 겹쳐져 토치

와 토치사이의 강판 온도차가 적으며, 이로인해 각변형량이 

크게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토치의 거리가 비교적 넓은 

경우에는 토치사이의 강판온도차가 크게 나타나며, 각변형량

은 토치의 거리가 좁은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성형공정에서 선상가열의 효율을 높이

는 동시가열의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향후 이 실험을 토대로 수치해석을 통한 검증과 다양한 조

건에서 동시가열을 진행하여 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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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가열로 인한 강재의 물성치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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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hange of Material Characteristics of Steel by Lin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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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dai Mipo Dockyard Co.,Ltd., Ulsan, Korea

**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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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at processing method is used widely to a curved surface generation in shell plate. It causes the bending and the 
shrinkage operation that it use heat with loads, and deformation of steel plate is accompanied. Especially, hot working has a lot of 
operating parameters. So far we depend on experience and sense of worker. Curved surface generation by heat processing is classified 
Line heating and Triangle heating according curved surface shape. At yard, line heating occupies 70%. This study is as part of a 
research to investigate steel plasticity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which is applied line heating. Priority, we performed line heating 
experiment on shell plate. After cut the section of shell plate, by measuring the size of area which is higher than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s the temperature, we were obtained foundation data for developing of thermal deformation analysis model. 
In addition, we presented HAZ properties about the heated area by tensile test. Thi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analysis of ship 
structural behavior applied line heating.

1. 서    론 

선상가열은 가열과 냉각에 따른 열전도과정, 불균일한 열응

력 생성과정, 온도차에 따른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변화 

등의 복잡한 역학적 과정을 원하는 형상을 생성시키는 방법으

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omoto 등(1991)은 선상가열에 의한 곡면 가공과정을 시뮬레

이션 하였으며, 이주성(1997)은 선상가열과 삼각가열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학적 모델을 구현하였고, 이것을 배경으로 이박인 

등(2002)은 실험을 통해 선상가열과 삼각가열에 대한 열변형 

간이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장창두 등(2001)은 열간가공에 의

한 판의 변형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삼각가열에 대

한 변형해석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하윤석(2001)은 위빙가열방

식에 의한 상 변태 형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판의 변형을 예측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선박 구조설계를 위해 선상가열 적

용 강재의 소성 및 파단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

으로 우선, 선박의 외판용 강재에 대한 선상가열 실험을 수행

하고 그 단면을 절단하여 상변태 온도 이상의 고온 영역의 크

기를 계측함으로써 열변형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판 두께 및 가열속도에 따른 시편을 제작한 

후, 가열영역에 대한 인장실험을 통해 선상가열을 적용한 선박 

외판용 강재의 탄소성 물성치를 제시하였다.

   

2. 강의 상변태

철탄화물은 탄소함량에 상관없이 공석온도(Ac1)가 727 ℃로 

알려져 있다. 철이 가열되기 시작하면 이 온도부터           

-ferrite는 -austenite로 상변태 하기 시작한다. 모든 변태 

가 완료되는 온도는 탄소함량에 따라 다르며  최종적인 상변

태의 내용은 냉각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강이 냉각 중에 다

시 저온이 되면 그 격자구조는 이미 가열전의 BCC 체심입방구

조( -ferrite)가 아닌 BCT 체심정방구조 체심정방구조

(Martensite)로 전혀 다른 미세 구성인자가 된다. 

 Fig.1은  -austenite가 완전히 Martensite로 상변태 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상온에서 Martensite로 존재

하기 위해서는 Austenite 상태에서 급속하게 냉각되어야 하며 

그 임계속도는 140℃/sec 정도이다. 특히 500℃와 400℃ 사이

는 수 초 이내에 냉각이 이루어져야 Martensite 조직을 얻을 

수 있다. Fig.2는 Austenite가 전단변태에 의해 Martensite로 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Martensite 조직이 생성되면 모상인 

Austenite에 상당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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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

               Fig. 2 Shear of martensite

 

3. 선상가열 기본이론

선상가열은 열원의 종류와 냉각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조건하에서 굽힘 모멘트는 열원의 온도와 속도 그리고 판 

두께만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3.1)

 여기서 ,  T : 열원의 온도  v : 열원의 속도

           t : 판의 두께

가열선 주위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Mo와 각 변형량 θ의 

관계는 미소변형을 가정해서 식 3.2로 나타낼 수 있다.

   


                                       (3.2)

따라서 단위길이 당 굽힘 모멘트는  

   
  

                                    (3.3)

로 표현될 수 있다. Fig.3에 선상가열 현상을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모델을 나타내었으며, 이주성(1996)은 실험과 

해석결과를 토대로 역학  모델링의 합당성을 확인하였다.  

  

        Fig.3  Mechanical modeling of line heating 

4. 소성경화 구성 방정식

 강재에 대한 인장실험은 탄성계수, 초기항복강도, 인장강도, 

변형률 경화지수, 강도계수 등의 탄소성 재료특성을 얻기 위해 

수행된다. 선박의 충돌같이 부재의 파단과 대변형률을 동반하

는 문제에 있어서의 소성 재료특성 정보는 구조거동의 해석결

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인장실험에서 단지 하중과 

표점거리의 연신율을 얻고 있으나 이것은 부재의 일부 단면적

에 집중적으로 감소하는 확산네킹(Diffuse necking)이 발생하기 

전까지 적용 가능하며 이것을 균일 진응력(Uniform true 

stress)-균일 진변형률(Uniform true strain)이라 한다. 그러나 

상용 강재에 있어서 비균일 변형의 발생은 확산네킹이 발생하

는 최대하중 이후에 시작하여 지속적인 인장과 함께 하중이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 파단에 이르게 된다.(민덕기, 2011)

 특정 구간에서의 표점거리에 상응하는 소성 변형률을 식 

4.2에 나타내었으며, 이것을 로그 진변형률이라 하며 확산네킹 

이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확산네킹 이전 변형구간에서의 균일 

진응력과 균일 진변형률은 다음과 같다.

   


                                            (4.1)

  




 






 ln


                       (4.2)

   

   여기서,  Lo : 초기 표점거리, L : 특정구간에서의 표점거

리

또, 소성구간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Hollomon(1945)은 

경화지수(n)와 강도계수(K)를 이용하여 식4.3과 같이 나타내었

다. 여기서 변형률 경화지수는 로그좌표 상에서 응력과 변형률

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4.3)

  변형률 경화지수와 강도계수는 ASTM E646-07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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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여기서,  log ,  log , N = Number of data

5. 선상가열 실험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강판은 공칭항복응력이 235MPa인 

선박용 연강재로서, 가열방향으로 가열 전 초기변위를 측정하

고, 시편이 냉각된 후 변위를 계측하여 그 차이를 가열로 인한 

변형량으로 정의하였다. 변위는 계측오차가 ±0.2mm인 레이저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면의 온도 측정을 위해 K 

Type의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계측한 

변위와 온도는 향후 열탄소성 해석 시 활용할 것이다. 선상가

열시 가열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강판의 두께

에 따른 입열량(Heat Input)으로 본 실험에서는 강판에 적용되

는 입열량을 변화시키기 위해 크기 300X1000mm, 두께 10t, 

15t인 시편에 대해 가열속도를 400, 500, 600mm/min으로 변화

시켜 가면서 선상가열을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냉각방법으

로 가열 후 최대한 현장 작업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시편 

가열부에 상변태를 유도하기 위해 토치에서 150mm 떨어진 곳

에서부터 수냉을 시행하였으며 그 실험 조건들을 Table. 1.에 

나타냈었다.  Fig. 4은 선상가열장치를 이용한 실험 장면과 선

상가열 후 소성변형 된 가열부의 물성치를 얻기 위해 가열방

향으로 Wire Cutting을 실시하는 장면이다.  

Item Dimension

Flow rate

[l/min]

LPG 23

O2 50

Pressure of flow

[kgf/cm2]

LPG 1.7

O2 4

Stick-out [mm] 50

Torch tip 3000

Table 1 Condition of experiment

 

Fig. 4 Line heating of steel plate & wire cutting 

   

앞서 시행한 선상가열 강판의 이면 온도변화를 Fig. 5로 나타

내었다. 시편을 Band sword로 절단하여 1μm 알루미나 입자를 

이용하여 Polishing 작업을 마친 후, 질산 4%와 에탄올 96% 혼

합용액인 나이탈(Nital) 용액을 이용하여, Macro etching을 10초

간 시행하여 가열 표면을 부식시켰다. Fig. 6에 Macro etching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 Temperature data of 15t line heating plate

 

   

   Fig. 6 Phase transformation region of 15t mild steel 

       by macro etching

  

하윤석(2001) 등은 실험 및 해석을 통해, 선상가열시 탄소함량

에 따라 가열 깊이가 약 66%일 때 최대 횡 굽힘 모멘트가 발생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Macro etching을 통해 얻은 결

과와 유사한 값으로써 본 실험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열부에 대한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Micro 

etching을 실시하여 가열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현미경 조

직 사진을 Fig. 9에 나타내었다.

     

(a)                      (b)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by X500

        Where, (a) HAZ region of plate (b) Non-HAZ region of  

        plate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가열 부 표면인 (a)영역은 가열 후 급

랭(수냉)에 의해 Quenching 효과로 Martensite 조직이 나타났으

며, 가열 부 이면인 (b)영역에서는 grain size가 작아지고 균질화

되는 전형적인 Normalizing 효과가 나타났다.



6. 인장 실험

6.1 인장 시편

선상가열 실험을 선행한 시편을 300kN 만능 인장 실험기를 

이용하여 2.0mm/min 속도로 변위제어를 하였다. 강판은 공칭

항복응력이 235MPa인 선박용 연강재로서 ASTM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시편의 치수를 결정하였으며 KS규격도 동시

에 만족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편은 모재의 Roll 방향(HL)과 Roll에 수직방향(HB)인 2가지 

경우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투입되는 일열량의 차이를 두기 위

해 가열속도를 0, 400, 500, 600mm/min로 하였으며, Case에 따

라 두께가 10t, 15t인 강판을 각각 3개씩 준비하여 총 48개의 

인장시편을 준비하였다. 인장시편의 치수를 Fig. 8에 나타내었

다.

  Fig. 8 Scantling of specimen

6.2 실험 결과

인장실험 시 나타나는 확산네킹 및 파단 현상을 Fig. 9에 나

타내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선상가열을 적용한 강재의 재료 

특성을 얻는 것이므로 인장실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

복강도( ), 인장강도( ), 파단변형률( ), 경화지수(n) 및 강

도계수(K) 등과 같은 재료의 물성치를 얻었다. 속도 

400mm/min으로 선상가열을 적용한 10t, 15t 강판에 대한 재료

의 물성치를  Table. 2 ~ 3에 나타내었으며, 인장실험기로부터 

직접 취득한 공칭응력, 공칭변형률 곡선을 Fig. 10 ~ Fig. 11에 

나타내었다. HL4-1은 Roll방향 시편의 가열속도 400mm/min일 

때 첫 실험을 의미하며 2의 경우는 두 번째 실험을 뜻한다. 

같은 경우의 실험을 총 3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a)                (b)                (c)

Fig. 9 Diffuse necking & fracture of specimen

       Where,  (a) After diffuse necking 

       (b) Close to fracture (c) After Fracture

Table. 2 Material properties at 400 mm/min of 10t

  

[Mpa]

 . 

[Mpa]
  n

K 

[Mpa]

HL4-1 384.90 498.24 1.263 0.193 1217.6

HL4-2 386.63 500.48 1.246 0.179 1028.6

HL4-3 370.20 472.18 1.271 0.216　 1114.0

HB4-1 380.76 495.76 1.277 0.182 1136.6

HB4-2 386.48 499.54 1.268 0.220　 1291.8

HB4-3 374.97 487.43 1.279 0.208　 1134.2

Mean 380.66 492.27 1.267 0.199　 1153.8

S.D 6.7709 10.910 0.0120 0.0175 90.61　

Table. 3 Material properties at 400mm/min of 15t

  

[Mpa]

  

[Mpa]

 

[mm]
n

K 

[Mpa]

HL4-1 327.76 477.68 1.290 0.211 1259.2

HL4-2 325.76 473.83 1.358 0.195 1163.3

HL4-3 310.17 477.08 1.324 0.189 1121.5

HB4-1 323.02 474.40 1.299 0.194 1147.4

HB4-2 320.06 472.67 1.314 0.181 1073.2

HB4-3 315.54 471.35 1.287 0.232 1274.7

Mean 320.39 474.50 1.312 0.200 1173.2

S.D 6.6051 2.4722 0.0266 0.0183 78.91

(a) Roll direction (horizontal)

(b) Roll direction (vertical) 

     Fig. 10 Nominal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10t



 

(a) Roll direction (horizontal)

(b) Roll direction (vertical)

     Fig. 11 Nominal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15t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외판용 강재에 대한 선상가열 실험을 

수행하고 판 두께 및 가열속도에 따른 시편을 제작한 후, 가열

영역에 대한 인장실험을 통해 선상가열을 적용한 선박 외판용 

강재의 탄소성 물성치를 제시하였다. 또 Fig. 9와 Fig. 10의 그

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증가하고 파단변형률은 감소함을 통해 강재가 취

성화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상가열을 한 판은 

취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입열량에 따른 강도 및 취성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연구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상가열을 적용한 외판강재의 탄소성 물성치를 확보하

였고 제시된 자료는 선박의 구조적 거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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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 제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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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leaning of Deposited Slag on Stee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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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utting slag 절단 슬래그, Deposited slag 슬래그 용착, Steel support 철 받침대, Slag Cleaning machine 슬래그 제거 
장비 Field test 현장 테스트

ABSTRACT: In the steel cutting process, the slag deposited on the steel support decreases the quality of products. By reason of this 
circumstance, a period of steel support replacement is too short and additional cost is occurred.  For solving above problem, we propose the using 

the slag cleaning machine as the method of removing deposited slag effectively on steel supports in this study, and intend to verify the validity and 
the practical utilization for that through the equipment production and the test. 

1. 서    론  

선박 건조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 강재 절단은 실질적인 선박 

생산의 시작을 알리는 공정으로 후공정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재가 절단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절단품의 품질 및 정도가 부재의 조립에 직접적으

로 반영되어 전체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연하자면, 양질의 절단 공정을 거친 부재들은 가지고 소조

립 고정을 진행하면 취부․용접 등의 작업을 쉽고 정확하게 수

행할 수 있어 정도가 좋은 소조립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어서 중․대조립 등 이후의 공정에도 그 양질의 결과가 반영되

어 정도를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시수 투입 및 비용 추가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체 선박 건조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선박 건조 공정 중 절단 공정에서는 빠른 작업 속도, 최대 절

단 두께, 높은 절단 정도 등의 이유로 Fig. 1.1과 같은 대형 플라

즈마 절단장비가 주로 사용된다. 대형 플라즈마 절단장비는 크

게 피절단물을 지지하는 긴 정반, 정반 양쪽으로 배치된 레일, 

그 레일 위를 타고 긴 정반을 오가며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주

행모터가 부착된 절단 유닛부 그리고 도면 정보를 받아 절단 유

닛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절단작업이 반복 진행됨에 따라 절단장비의 정반은 절단열, 

김종규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STX종합기술원

055-548-3815  laststone@onestx.com 

강판 절단시 발생하는 철용융물인 슬래그로 인한 용착, 강판 적

치시 발생하는 충격 등으로 인해 손상되게 된다. 절단 정반의 

손상이 심해질수록 작업 환경이 악화되어 제품의 정도와 절단면 

품질 등이 나빠지고 급기하 절단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정반의 교체가 필요하게 된다. 잦은 정반 교체는 비용과 장비와 

인력의 유휴시간을 과다하게 발생하여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판 절단시 발생하는 슬래그

가 절단 정반에 용착되는 경향과 슬래그 비용착성에 대하여 실

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절단 정반에 용

착된 슬래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슬래그 제

거 장비를 제안하고 장비 제작 및 테스트를 통해 그 타당성과 

현장 활용성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Fig. 1.1 Plasma cutting machin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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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단 정반의 슬래그 용착

 

강판의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절단 장비의 열원에 

따라 정반에 용착되는 경향이 달라진다. 산소-혼합가스 절단 장

비를 사용하여 강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절

단 정반에 용착되지만 약간의 충격에도 절단 정반에서 쉽게 분

리되지만 플라즈마 절단 장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슬래그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대형 플라즈마 절단 장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슬래그의 정반 용착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 Fig. 2.1과 같다.

절단 정반이 교체 설치되고 절단 작업이 수행됨에 따라 초기

에 슬래그는 가늘고 긴 고드름 형상으로 정반에 용착된다. 이때 

슬래그는 작은 힘으로도 쉽게 절단 정반에서 제거가 된다. 하지

만, 절단 작업이 반복해서 진행됨에 따라 슬래그는 점점 더 굵

고 폭넓게 절단 정반에 용착되며 궁극적으로 절단 정반의 평철 

사이를 슬래그가 가득 메우게 된다. 슬래그는 강판과 정반이 접

했던 부분에서 절단 과정 중에 발생한 철용융물들이 절단 정반

에 용접한 것과 같이 강하게 용착되며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절

단 정반과 이격되어 들어 올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절단 정반에 슬래그가 용착되면 피가공물의 수평 레벨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절단 정도가 저하되며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산먼지, 분진, 흄 등의 집진 효율이 저하되어 작업 환경이 악화

되게 된다. 또,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용융물들이 정반 위로 

비산되어 장비 및 제품의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절단 정반에 용착되는 슬래그를 제거를 통해 절단 정

도 향상, 작업 환경 개선, 장비와 제품의 손상 방지, 절단 정반의 

교체 비용 및 인력과 장비의 유휴 시간 절감 등 절단 공정의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Fig. 2.1 Process of slag deposition

3. 슬래그 제거 장비

3.1 슬래그 제거 장비의 개념 설계

강판의 절단 과정에서 슬래그가 절단 정반에 용착된 후 근

시간 내에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지만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절단 정반을 구성하고 있는 평철의 수가 많고 절단 정

반 위에서 작업자가 인력으로 슬래그를 제거하기에는 작업이 

힘들고 어려우며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안전사고위험에 노출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슬래그 제거 작

업을 위해 Fig. 3.1와 같이 자동화 장비를 구상하였다. 슬래그 

제거 장비는 절단 작업 공간에서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

소화하면서 사용자의 설정을 통해 원하는 수량 혹은 범위만큼 

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를 전자동으로 제거하는 메커니즘

으로 절단 정반의 평철을 따라 회전하는 툴이 주행하면서 툴

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를 제거하는 

개념이다.

Fig. 3.1 Concept of slag cleaning machine

3.2 간이 테스트

슬래그 제거 장비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에 앞서 개념 설계

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툴 구동 모터의 용량을 실험적으로 추

정하기 위해 간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Fig. 3.2 Simple test of slag cleaning

간이 테스트는 Fig. 3.2과 같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

는 주행대차, 주행 대차 레일, 회전 모터(1150W, 6800rpm), 회

전 모터를 주행대차에 고정할 수 있는 치구, 주행대차를 제어

할 컨트롤러, 샌드페이퍼와 와이어 재질로 만들어진 툴로 테스

트 장비를 구성하여 절단 정반위에 주행대차 레일을 단단히 

고정한 후 툴이 체결된 회전모터를 특별히 제작된 치구를 이



용하여 주행대차에 고정하고 주행대차를 레일 위에 놓고 툴을 

슬래그 제거 지점에 위치하도록 조절하고 회전모터를 구동하

여 툴을 회전시키면서 주행대차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여 슬

래그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Fig. 3.3 Result of Simple test

간이 테스트 결과,  Fig. 3.3에서 볼 수 있듯이 절단 작업으

로 인해 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를 회전하는 툴을 사용하

여 약 90%이상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툴의 재질

에 따라 마모도와 경향은 달랐지만 슬래그 제거 장비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3.3 슬래그 제거 장비 제작

Fig. 3.4 Slag cleaning machine

간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와 3D 모델링 검토

를 수행하여 Fig. 3.4와 같이 슬래그 제거 장비를 제작하였다.

슬래그 제거 장비는 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를 직접적으

로 제거하는 툴 구동부와 툴 구동부의 이송을 담당하는 이송

모듈부 그리고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장비를 제어하는 제어부

로 나누어지며, 툴 구동부의 상․하 이동 1축, 툴 구동부의 

좌․우 이동 1축, 툴 회전 1축으로 도합 주행 2축과 회전 1축

으로 구성하여 툴의 상하좌우 이동과 회전을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슬래그 제거 장비의 정반 길이 방향 이동은 특별히 제작

한 인터페이스 보드를 통해 기존의 절단장비 주행모터를 이용

하도록 하였다. 또, 슬래그 제거 장비의 전자동 구동을 위해 

센서를 사용하여 절단 정반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절단 정반

의 변형에 대응하고 슬래그 제거 작업 품질을 높이고 툴의 사

용 효율을 높이기 에어 실린더를 사용하여 툴이 작업 지점에 

정확히 밀착하도록 기구부를 구성하였다.

슬래그 제거 장비는 작업자가 초기 위치와 작업범위를 설정

하면 전자동으로 슬래그 제거 작업을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 되었다.

작업자가 슬래그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지점에

서 버튼 조작을 통해 장비 초기 위치 설정 명령을 하면  슬래

그 제거 장비는 센서를 이용하여 절단 정반을 인식하고 작업 

시작 지점을 설정하게 된다. 작업 시작 지점 설정이 완료되면 

작업자가 입력한 작업범위 만큼 회전하는 툴이 절단 정반을 

따라 주행하면서 슬래그 제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절단 정반의 종부재와 같은 장애물이 센서에서 검출되

면 툴이 상승-주행-하강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슬래그 제거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4. 슬래그 제거 장비 현장 테스트

슬래그 제거 장비의 제작을 완료하고 샵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구부 내구성, 센서 신뢰성, 프로그램 신뢰도 등이 확인되어 

장비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4.1과 같이 당사 선각공장 

절단 장비에 설치하여 6개월간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4.1 현장 테스트 장비 및 방법

슬래그 제거 장비 현장 테스트에는 슬래그 제거 장비, 대형 

플라즈마 절단장비, 절단 정반, 조선용 강판이 사용되었다.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대형 플라즈마 절단 장비는 400A 용

량으로 최대 절단 두께 50㎜, 최고 절단 속도 35m/min로 강

판을 절단할 수 있다.

절단 정반의 종방향 전체 길이는 약 72m이고 절단 정반의 

횡방향 길이는 약 3.8m, 절단 정반을 구성하고 있는 평철의 두

께는 10㎜, 평철과 평철 사이의 간격은 115m 이었다.

절단되는 강판은 조선용 강재로 생산일정에 따라 월평균 약 

400여장이 절단되고 있었다.

Fig. 4.1 Installation of slag cleaning machine

슬래그 제거 장비 현장 테스트는 동종의 절단장비 2대가 운

용되는 절단 정반에서 각 절단 장비가 운용되는 영역을 구역 

A, B로 구분하여, 6개월 동안 구역 A에서는 절단 작업만 수행

하였고 구역 B에서는 절단 작업을 수행하고 2주마다 슬래그 

제거 장비를 운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다.



4.2 현장 테스트 결과

현장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시일이 경과하면서 절단 작업 

후 슬래그 제거 장비 운용 여부에 따라 강판 절단시 발생하는 

슬래그의 정반 용착 양상 차이가 Fig. 4.2와 같이 확연하게 발

생하였다. Fig. 4.2는 현장 테스트를 종료한 시점(정반 교체 후 

6개월 경과)에서 절단 정반의 모습이다.

절단 작업만 수행된 구역 A에서는 절단 작업이 반복해서 진행됨

에 따라 절단 정반 전체 영역에 걸쳐 슬래그 과다 용착 현상이 발생

되었다.  정반날 사이가 슬래그로 완전히 메워진 부분에서 절단 잔

재가 정반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절단 장비가 손상된 경우도 발생

하였고 철용융물의 비산으로 인한 강재 손상과 절단정도 불량 및 

집진 불량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슬래그 제거 장비가 적용된 구역 B 절단 정반에서는 비교

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작업 환경이 악화되거나 절단 정도 불

량 및 집진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정반에 용착된 슬

래그가 제거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계속해서 수행되는 슬

래그 제거 작업에 의해 제거가 되어 정반날의 두께가 평균 약 40㎜ 

이하로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슬래그 제거 장비의 현장 테스트를 통해 

절단 품질 및 정도 유지, 작업환경 개선, 절단 정반의 수명 연장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2 Result of field test

  5. 결    론    

절단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 실시한 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 제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절단 정반의 슬래그 용착은 제품 정도 불량과 절단 정반의 

잦은 교체를 유발하여 절단 공정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2) 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의 주기적인 제거를 통한 정반 

수명 연장이 현장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다.

(3) 절단 정반에 용착된 슬래그 제거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장비의 메커니즘과 주행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현장 테스트

를 통해 검증되었다.

(4) 절단 정반의 수명 연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반에서 분

리된 슬래그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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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metrically compliant mooring systems that change their shape to accommodate deformations are 
common in oceanographic and offshore energy production applications. Because of the inherent geometric 

nonlinearities, analyses of such systems typically require the use of a sophisticated numerical model. This thesis 

describes one such model and uses that model along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develop simpler forms for 

understanding the dynamic response of geometrically compliant moorings. Scope of the research will then expand 

with applications to mooring systems of wave energy devices.

1. Introduction

  A mooring system is typically understood as any type 

of cable, chain, rope, or tether assembly that connects a 

floating or subsurface buoyant object (ship, buoy, 

platform) to an anchoring system fixed on the sea floor. 

The floating object will move with environmental 

forcing, but the mooring system will contain the 

movements to some area (the watch circle) centered 

about the anchoring system. Any mooring system must 

provide compliance or flexibility to accommodate 

deformations induced by currents and by forcing with 

periods ranging from hours (tides) to seconds (wind 

waves) without over-tensioning the system components.

2. Derivation of 2D Equations of Motion 

   This subject contains a derivation of the 
two-dimensional governing equations for a cable in 

water. A derivation of the three-dimensional equations 

can be found in Tjavaras [2]. The derivation assumes 

that the cable material is circular and homogeneous in 

cross-section (but not necessarily along the length), has 

a nonlinear tension–strain relationship and that 

Euler-Bernoulli beam theory can be applied. Fluid forces 

on the cable are modeled using a Morison formulation 

[3].

2.1 Kinematics and coordinate system

   The governing equations are derived in the 

coordinate system defined by the local tangential () 

and normal () directions, as shown in figure 2.1. The 

transformation between local and global  
coordinates is:

     


 cos sin
 sin cos




    

     


 cos  sinsin cos




              (2.1)   

                                             (2.2)

The time derivative of a vector,  ,that is defined in 
the local frame is:

     



×                      (2.3) 

where   is the time rate of change of the orientation 

of the local frame. Likewise, the derivative of   with 
respect to the Lagrangian coordinate, s, along the cable 

length is:

        



Ω×     (2.4)

Figure 2.1: Vector definitions for the local coordinate 

system. 
 

where Ω is the spatial rate of change of the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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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ocal frame. For the two-dimensional case defined 

in figure 2.1,  and Ω are:

    


 Ω                   (2.5)

2.2Cable stretch and buoyancy

If ds is the unstretched length of an infinitesimal 

element of cable and ds1isthestretchedlengththen:

                                  (2.6)

where ε is the cable strain. From conservation of mass, 

the mass and weight per unit length of the stretched 

element are:

          →  
           (2.7)

       →  
                  (2.8)

Based on Poisson’s ratio, ν, the reduction from the 

nominal diameter, d, of the stretched crosssection is:

       δ   νε                         (2.9)
the change in cross-sectional area is:

   

       


              (2.10)  

                                     
and thus:

                                         



                                  (2.11)

If ν = 


, we have conservation of volume

  ε ε                     (2.12)
Finally, we can use a binomial expansion to write the 

stretched area and diameter in a more convenient form:

     


                    (2.13)

and       
                     (2.14)

    With the above definitions, we can easily treat 
hydrostatic forces on the cable by considering the 

effective tension. In reality, hydrostatic forces act only 

on the exterior of the element, not at the two ends. 

Following the procedure first suggested by Breslin [1], 

however, we can introduce a pressure force on the 

element end faces if we also introduce a compensating 

term into the tension force. 

     Reality is pressure on element exterior only

    Reality+ pressure applied at the two ends

Compensating tension vectors

Figure 2.2: Schematic diagram of pressure and effective 

tension terms.

This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ure 2.2. 

Mathematically:

                            (2.15)

   where p is the hydrostatic pressure at the depth of 
the element. With the fictitious end pressures 

Archimedes’ principle applies and the buoyancy force 

per unit length of the stretched element is simply:

       

                 (2.16)

where   is the density of water and g is the local 
acceleration due to gravity. The total of the weight and 

buoyancy forces on the stretched element are:

    

 

                (2.17)

 If we define the wet weight of the material as

   , then:

       cos  sin     (2.18)  

3. Hydrodynamic forces

The hydrodynamic forces on the cable are the drag, 

added mass, and dynamic Archimedes forces.The drag 

forces arise from the relative velocity of the cable in a 

current field defined in global  coordinates by U 
and V respectively. In local coordinates the relative 

velocities are:

                        (3.1)

                        (3.2)

The drag force in local coordinates is:

 

   

 


     

 

 


     

            

                                           (3.3) 

For a solid circular cross-section cable, the added mass 

force has a component in the normal direction only. It 

is computed as a function of the relative acceleration 

between the fluid and the cable. The time derivative of 

the current velocity in local coordinates (assuming 



steady current) is:

         


            (3.4)

The added mass force is:

  
   


     (3.5)

where  is the added mass per length of the cable 
cross-section. because the current velocity in local 

cordinates is changing in time, there is a pressure 

gradient that gives rise to the dynamic Archimedes 

force[5]. like the added mass force, the only component 

of this force on a solid circular cable is in the normal 

direction. It is defined as: 

    
 

  
            

                                           (3.6)

   For cables with non-solid, or non-circular 
cross-sections (such as chains) there can be both added 

mass and dynamic Archimedes forces in the tangential 

direction. The time derivative of the current velocity in 

the tangential direction is:

      


               (3.7)

With the appropriate tangential components equations 

3.5 and 3.6 become:

                      

   
   






 
   






      

                                           (3.8)

  

 
   

 

   
 

           

                                            (3.9)

  The term 
   defines the mass of the fluid 

displaced by the irregular cross-section. This formulation 
also requires two terms to describe the cross-section 
added mass,  fortangentialmotion,and 
fornormalmotion.

3.1Balance of forces

A summation of the forces on the cable element shown 

in figure 2.1 yields:

      
               (3.10)

If we expand the derivatives according to equations 2.3 

and 2.4 and eliminate stretched variables we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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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3.11)

Substituting   
 and collecting 

terms in the normal and tangential directions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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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3.13)   

                                          

 4.Balance of moments                        

  Expanding derivatives and re-inserting the definitions 
for the spatial and temporal derivatives of φ given in 

equation 2.5 so that the system remains a first-order 

PDE yields:

  

 


  

Ω


Ω




 

      

                                          (4.1)

  Howell [4] used dimensional analysis to show that 
for both metal and synthetic cables the rotational inertia 

term and the second bending term containing the 

spatial derivative of strain are of significantly lower 

order than the remaining terms. If we drop these terms, 

the result is:

            
Ω
     (4.2)             

Both terms could be retained without a significant loss 

of  simplicity. Using equation 4.6 over equation 4.5 



does offer the advantage that the additional dependent 

variable ω does not need to be stored.

5.Compatibility

Compatibility can be established by requiring continuity 

of the position of the cable in both space and time. If  

is a vector to a point on the cable then continuity 

requires:


  

                     (5.1)

By definition 




                                     (5.2) 

and from analytic geometry we know that the 

derivative of a position vector to a space curve with 

respect to arc length is a unit vector tangent to the 

curv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arc length [6]: 





 →


                    (5.3)

Thus the continuity condition (equation A.38) reduces 

to:

 
  


                        (5.4)

  
Expanding the derivatives and collecting components in 

the tangential and normal directions gives:

   

 


                      (5.5)

    

 


                (5.6)

  6. Matrix form of the governing equations  

Equations 2.5, 3.13, 3.14, 4.1 or 4.2, 5.5 and 5.6, define a 

system of either six equations and six unknowns 

(without rotational inertia) or seven equations and seven 

unknowns (if rotational inertia is retained in equation 

4.5. If we define       Ω    then 
equations 6.1 through 6.6 can be written in matrix form 

as:

         




            (6.1)     

The continuous forms of the mass matrix, "stiffness" 

matrix, and forcing vector are:
          

M=

    

          
 

 ×     

      
       
     
     

  

                                                      (6.2)

K=

 ′     
     
     
    
     
     

                              (6.3)       

                 

F=    cos 

    

sin 

    




Ω


            (6.4)

Conclusions 

The most tangible contributions of this thesis are tools 

that can be used in the analysis and design of mooring 

systems. The generalized-α time integr tion scheme and 

algorithms for mesh refinement, adaptive time-stepping, 

and adaptive relaxation contribute to the numerical 

program and make it robust and relatively easy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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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alculate distribution of wave pressure on the external wall when same characteristic wave go to the front of the 

perforated caisson and the inner wall of the perforated caisson due to the hydraulic state in limited internal space when wave go to the inside 
of the wall after the passage between the slit by two dimensional hydraulic experi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stability of perforated 
caisson and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to determine the structurally stable and economical optimum cross section by measurement of wave 

pressure act on the each section. 

1. 서    론  

항만 기술자들은 항만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내습하는 파랑으

로부터 항만 구조물을 보호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

도록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는 동일 특성을 갖는 파랑이 유공케이슨 전면으로 내

습할 때 파랑에 의해서 유공케이슨 외부벽면에 작용하는 파압분

포와 파랑이 slit사이를 통과하여 유공케이슨 내부로 내습할 때 

제한된 공간 내부에서의 수리현상에 의한 유공케이슨 내부벽면

에 작용하는 파압분포를 2차원 수리실험을 실시하여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공케이슨의 파괴형상을 규명하기 

위해 2차원 수리실험을 실시하여 유공케이슨의 각 단면에 작용

하는 파압을 측정하여 유공케이슨의 안정해석과 해안 공학적으

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단면을 결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Slit Caisson 유수실에 대한 수리실험

2.1 실험개요

본 유공 Slit Caisson 수리실험의 내용은 파랑의 작용에 의하

여 유공 Slit Caisson 전면과 내부벽면의 파압분포를 2차원 수리

박상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427 sakpark@pusan.ac.kr

모형실험을 통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파고에 따른 파압을 측정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2.2 실험수조의 단면도

본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부산대학교 공학대학 토목공학과 수

리실험실의 수로로서 단면도는 Fig. 1과 같다. 수리실험은 2차원 

조파수조에서 실시했으며, 수조의 제원은 상기 그림과 같이 길

이 24m 수조의 높이 1.2m, 수조의 폭 0.6m 이다.

(a)  floor plan

(b) cross-sectional

Fig. 1 Water tank cross section 

2.3 실험조건

  파압 수리모형 실험에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Wave condition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Classification Environmental 
condition  note 

Wave height(cm) 5,10 data acquired by  
numerical value and 
basic study

Period(sec) 1.0

Level H.W.L

2.4 파압실험에 사용된 축척

  파압 실험에 사용된 기하학적 축척비의 범위는 1/10에서 

1/50을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1/50을 사용하였

다. 이 값은 비교적 파압의 재현성을 나타내는 실내 수리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2.5 Caisson의 세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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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ail designation and cross section diagram of caisson

3. 종 Slit Caisson의 내부에 작용하는 파압분석

3.1 파압 측정위치

Fig. 3 Wave pressure measurement position of caisson

3.2 파압측정결과

  조위 H.W.L, 주기 1.0sec, 파고 5cm, 10cm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아래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파고 10cm에서 작용하는 

파압이 파고 5cm일때 보다 약 2배 가량 크게 작용한다. 특히 각 

측점위치의 6번 측점위치에서 가장 큰 파압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앞서 얘기하였던 파압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수면에서 가장 큰 파압이 작용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Slit 전면에 작용하는 파압에 비해서 유공실내 벽면에 작용하는 

파압이 전체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3.3 측점위치에 따른 파압 특성

3.3.1 Slit 전면의 파압 특성

  (1) 압은 10cm 고에서 이론과 동일하게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 에서 최 값이 측정되었으며,최소값은 1번 측    

에서 측정되었으며,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 에서     

하부 측 으로 내려갈수록 증가없이 지속 으로 감소하 음. 

  (2) 5cm 고에서는 이론과 동일하게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 에서 최  압이 작용했으나,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 에서 하부 측 으로 내려 갈수록 압이 불규칙       

으로 감소하 음.

  (3)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고와 압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압식은  이다.

  (4) 고에 따른 압비는 4번 측 에서 최 값이 작용했으

며, 1번 측 에서 최소값이 나타났음. 

Table 2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each point at 

the front of the slit 

classification

maximum mean pressure
pressure 

portion(b/a)
wave height 

5cm(a)
wave height 

10cm(b)

no.6 5.40 10.30 1.907

no.5 4.94 10.10 2.045

no.4 3.30 9.36 2.836

no.3 4.01 8.58 2.140

no.2 3.63 7.81 2.152

no.1 3.86 7.19 1.863

average 4.19 8.89 2.122

Table 3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first point at 

the front of the slit 

classificati
on

wave height 5cm wave height 10cm

pressure

pressure 
portion pressure

pressure 
portion

(point/f) rank (point/f) rank

no.6 5.40 1.399 1 10.30 1.433 1

no.5 4.94 1.280 2 10.10 1.405 2

no.4 3.30 0.855 6 9.36 1.302 3

no.3 4.01 1.039 3 8.58 1.193 4

no.2 3.63 0.940 5 7.81 1.086 5

no.1 3.86 1.000 4 7.19 1.000 6

average 4.19 1.085 8.89 1.236



3.3.2 Slit 후면의 파압 특성

(1) 파압은 5cm 파고에서 이론과 동일하게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점에서  하부 측점으로 내려갈수록 증가없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음. 

(2) 10cm 파고에서는 5번 측점에서 최대 파압이 작용했고, 정

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점에서 하부 측점으로 내려갈수록 파

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감소 하였음. 

(3)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파고와 파압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파압식은 다음과 같다.

         

(4) 파고에 따른 파압비는 4번 측점에서 최대값이 작용했으며, 

2번 측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났음. 

Table 4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each point at 

the back of the slit  

classification

maximum mean pressure
pressure 

portion(b/a)
wave height 

5cm(a)
wave height 

10cm(b)

no.6 5.78 12.80 2.215

no.5 5.36 12.90 2.407

no.4 5.03 12.40 2.465

no.3 5.02 11.80 2.351

no.2 4.79 10.50 2.192

no.1 4.54 10.30 2.269

average 5.09 11.78 2.314

Table 5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first point at 

the back of the slit

classification

wave height 5cm wave height 10cm

pressure

pressure 
portion pressure

pressure 
portion

(point/f) rank (point/f) rank

no.6 5.78 1.273 1 12.80 1.243 2

no.5 5.36 1.180 2 12.90 1.252 1

no.4 5.03 1.108 3 12.40 1.204 3

no.3 5.02 1.106 4 11.80 1.146 4

no.2 4.79 1.055 5 10.50 1.019 5

no.1 4.54 1.000 6 10.30 1.000 6

average 5.09 0.892 11.78 1.144

 

3.3.3 유공실 뒷면벽의 파압 특성

(1) 파압은  5cm 파고에서 이론과 동일하게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점에서 하부 측점으로 내려갈수록 감소하였음. 

(2) 10cm 파고에서는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점에서 최

대파압이 작용했으나, 6번 측점에서 하부 측점으로 내려갈수록  

파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감소하였음.

(3)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파고와 파압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파압식은  이다.

(4) 파고에 따른 파압비는 4번 측점에서 최대값이 작용했으며, 

5번 측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났음. 

Table 6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each point at 

the back wall of the chamber   

classification

maximum mean pressure
pressure 

portion(b/a)
wave height 

5cm(a)
wave height 

10cm(b)

no.6 10.20 20.30 1.990

no.5 8.55 14.00 1.637

no.4 6.81 15.70 2.305

no.3 6.49 13.40 2.065

no.2 6.43 12.80 1.991

no.1 6.10 11.90 1.951

average 7.43 14.68 1.976

Table 7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first point at 

the back wall of the chamber   

classification

wave height 5cm wave height 10cm

pressure

pressure 
portion

pressure

pressure 
portion

(point/f) rank (point/f) rank

no.6 10.20 1.672 1 20.30 1.706 1

no.5 8.55 1.402 2 14.00 1.176 3

no.4 6.81 1.116 3 15.70 1.319 2

no.3 6.49 1.064 4 13.40 1.126 4

no.2 6.43 1.054 5 12.80 1.076 5

no.1 6.10 1.000 6 11.90 1.000 6

average 7.43 1.218 14.68 1.234

3.3.4 유공실 우측격벽의 파압 특성

  (1) 파압은  5cm 파고에서 이론과 동일하게 정수면 가까이에 

있는 6번 측점에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감소하였음. 

  (2) 10cm 파고에서는 Slit 후면벽과 동일하게 5번 측점에서 최

대 파압이 작용했으나, 정수면에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파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감소하였음.

  (3)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파고와 파압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파압식은  이다.

  (4) 파고에 따른 파압비는 1번 측점에서 최대값이 작용했으며,  

6번 측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났음.

Table 8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each 

measurement point at the right wall of the chamber

classification

maximum mean pressure
pressure 

portion(b/a)
wave height 

5cm(a)
wave height 

10cm(b)

no.6 8.60 15.30 1.779

no.5 7.75 16.20 2.090

no.4 7.22 14.80 2.050

no.3 6.68 12.70 1.901

no.2 5.78 12.20 2.111

no.1 5.29 11.90 2.250

average 6.89 13.85 2.010



Table 9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first point at 

the right wall of the chamber  

classification

wave height 5cm wave height 10cm

pressure

pressure 
portion pressure

pressure 
portion

(point/f) rank (point/f) rank

no.6 8.60 1.626 1 15.30 1.286 2

no.5 7.75 1.465 2 16.20 1.361 1

no.4 7.22 1.365 3 14.80 1.244 3

no.3 6.68 1.263 4 12.70 1.067 4

no.2 5.78 1.093 5 12.20 1.025 5

no.1 5.29 1.000 6 11.90 1.000 6

average 6.89 1.302 13.85 1.164

3.3.5 유공실 좌측격벽의 파압 특성

(1) 파압은 이론과 동일하게 파고에 관계없이 정수면 가까이

에 있는 6번 측점에서 최대값이 측정되었으며, 6번 측점에서 하

부 측점으로 내려갈수록 파압의 증가없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음. 

(2)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파고와 파압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파압식은 다음과 같다

         

(3) 파고에 따른 파압비는 4번 측점에서 최대값이 작용했으며, 

3번 측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났음. 즉 4번 측점에서의 파압이   

파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Table 10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each 

measurement point at the left wall of the chamber 

classification

maximum mean pressure
 pressure 

portion(b/a)
wave height 

5cm(a)
wave height 

10cm(b)

no.6 8.45 16.80 1.988

no.5 7.81 16.10 2.061

no.4 7.11 15.80 2.222

no.3 6.81 13.30 1.953

no.2 5.90 12.90 2.186

no.1 5.79 11.70 2.021

average 6.98 14.43 2.067

  

Table 11 Pressure proportion by wave height of first point at 

the left wall of the chamber  

classification

wave height 5cm wave height 10cm

pressure

pressure 
portion pressure

pressure 
portion

(point/f) rank (point/f) rank

no.6 8.45 1.459 1 16.80 1.436 1

no.5 7.81 1.349 2 16.10 1.376 2

no.4 7.11 1.228 3 15.80 1.350 3

no.3 6.81 1.176 4 13.30 1.137 4

no.2 5.90 1.019 5 12.90 1.103 5

no.1 5.79 1.000 6 11.70 1.000 6

average 6.98 1.206 14.43 1.233

 5. 결    론    

주어진 한정된 조건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수리모형실험을 실

시하여 종 Slit 유공케이슨 내부 유수실 벽면의 파압 분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Slit 유공케이슨 내부 벽면에서 측정한 파압분포는 이론

에서 제시한 직립벽에 작용하는 파압과 동일하게 정수면에서 최

대의 파압분포가 측정되었다.

(2) 유공케이슨에서 파고에 따라 파압이 가장 많이 받는 부재

는 유공실 뒷면벽이며, 이유는 유수실내에서 파압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위상차에 의한 파랑이 뒷면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이다.

(3) 유공케이슨에 작용하는 위치별 파압의 크기는 다음과 같

다. 

유공실 뒷면벽 → 유공실 좌/우측 격벽 → Slit 후면 → Slit 전

면 

(4) 유공케이슨 수리모형 실험결과에 의한 파고와 파압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평균 파압식은 다음과 같다.

       이다.

  (5) 파고에 따른 파압비가 가장 큰 위치는 Slit후면으로서 파고

의 증가에 따라 파압 값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재이며 유

공케이슨 각 부재별 나타나는 파압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Slit 후면 → Slit 전면 → 유공실 좌/우측 격벽→ 유공실 뒷면벽

  (6) 부재별 상대파압 분석결과 최대의 파압이 작용하는 유공

실 뒷면벽 파압은  Slit 전면 파압에 비하여 파고 5cm일 경우 

1.773배, 파고 10cm일 경우 1.651배 크게 작용하고, Slit 후면 파

압은 Slit 전면 파압에 비하여 파고 5cm일 경우 1.215배, 파고 

10cm일 경우 1.325배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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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slit 이중 유공 caisson 상판에 작용하는 양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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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Pressure on the Upper Part of the Vertical Slit Ca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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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ouble chamber caisson 이중유공 케이슨, wave pressure distribution 파압 분포, hydraulic model test 수리모형실험,  
Harbor tranquility 항내 정온도  

ABSTRACT: To block the high wave come from the open sea by breakwater structure is the basic condition for harbor construction. Part of 
the high wave attacking the inside of a harbor adversely affect to the harbor tranquility. The plan of the reducing the reflectance by the change 
of the shape of the caisson structure is on the rise to minimize this adverse effect. Therefore, the substance of the hydraulic model test carried 

out from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analyze the wave pressure data by the measurement of the reflection factor and the wave pressure. This 
stud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ave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perforated  caisson strucrure by the numerical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existing theory.

1. 서    론  

대수심의 위치에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Caisson의 대형화

가 요구되며, 대형화에 따른 케이슨의 중량이 매우 비대하여 주

변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형 이슨은 형항만을 축

조하기 해 입사 를 차단시키는 외곽방 제와 선박의 안시

설인 안벽 등에 사용되어 왔다.

파압은 안벽파괴의 직접적인 요소이므로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압의 분포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케이슨 중량을 줄이면서 파압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다중

실(이중유공) 케이슨 설치를 필요로 한다.

외곽에 방파제를 축조하여 외해로부터 내습해 오는 고 파랑을 

차단하는 것은 항만을 건설하는 기본 조건이다. 방파제를 아무

리 잘 설치해도 고 파랑의 일부는 항내로 내습되어 항내의 정온

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는 항내에 설치되는 caisson구조물의 형상을 변화시키면서 반

사율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수리실험의 내용은 각 caisson구조물(6 종류의 단면)에 

대해 반사율과 파압을 측정하여 정리 분석하는 것이다.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케이슨에 파랑이 전면으로 

내습할 때 다중실 내의 파랑거동을  분석하여 이러한 파의 거동

이 파압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며 기존의 

박상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427 sakpark@pusan.ac.kr

이론에 따라서 수치계산을 실시하고 다중실 케이슨 내부의 파

압분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반사율의 수리실험

2.1 실험조건

본 실험의 파랑조건은 구조물이 설치되는 곳을 내항으로 고려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Classification Experimental condition Note

Wave height(m) 0.4, 0.7, 1.0, 1.2
data acquired 
by  numerical 
value and 
basic study

Period(sec) 3.0, 5.0, 7.0, 9.0

Level
H.W.L = DL(+)7.410m
M.S.L = DL(+)3.623m
App.L.L.W = DL(±)0.000m

2.2 수리 실험모델의 종류

Table 2 Type of the hydraulic experiment model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Pier
(center·
slope) 

Pier
(front·
slope) 

Vertical slit 
perforated 

Caisson

Lateral slit 
perforated 

Caisson

Vertical slit 
double 

chamber 
caisson

Solid
caisson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3 반사율실험에 사용된 축척

반사율 실험에 사용된 기하학적 축척비의 범위는 일반적인 2

차원 수리 실험에서는 1/10에서 1/50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실

험에서는 1/30을 사용하였다. 이 값은  비교적 파랑의 재현성을 

나타내는 실내 수리실험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2.4 반사율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

반사율의 측정기기는 용량식 파고계(KENEK)를 사용하여 측

정된 자료를 AD변환기를 통하여 파형을 기록하였다. 이때에 사

용된 파고계는 조파판에서 6m 떨어진 지점에 파고계를 고정시

켜 설치하여 파고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안벽 잔교 전면에서 파

고계를 2cm 간격으로 이동시키면서 L/4파장보다 길게 측정범

위를 취하여 용량식 파고계로 중복파형을 측정하였다. 

 

2.5 안벽 구조물의 반사율 분석

2.5.1 중앙경사 조항식 잔교 (Case 1:원안)

잔교형식 구조물의 안벽은 우리나라 항만의 안벽구조물로 설

계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 구조물은 잔교에 작용하는 지진력, 

방충공의 반력, 견인력 등의 수평력을 경사조항이 분담하는 구

조물이다. 직항식 잔교에 비해 법선직각방향의 수평변위를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려면 조항의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반이 필요하다. 수중에 설치된 말뚝들이 입사파를 일부 

소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입사파의 특성에 따라서 상판

하부에 부분적으로 걸리는 양압력에 의해 구조물안정에 악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주기에 따라서 반사율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으나 Kr의 분포 

범위는 최저치 0.19에서 최대치 0.64를 갖는다.  이때의 최소값

인 0.19의 파형은 주기가 3초로서 매우 불안정한 파형을 나타내

고 있어 정확한 최소값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교

적 반사율 값은 양호한 편이다.

2.5.2 전면경사 조항식  잔교 (Case 2)

경사조항이 안벽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잔교식 안벽

으로 진술한 2.7.1과 동일한 수리조건을 갖고 있고 동일한 수리

현상을 발생한다. 말뚝 수는 제1안(원안)보다 적어서 입사파의 

소파효과는 제1안과 같이 기대할 수는 없다. 이때의 반사율 Kr 

값은 최소치 0.12와 최대치 0.62 값을 갖는다. 이때의 최소값인 

0.12의 파형은 주기가 3초로서 매우 불안정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최소값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1안보

다 반사율은 양호한 편이다.

2.5.3 유공 1실 종 Slit Caisson (Case 3)

유공 1실 종 Slit Caisson을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비교적 실험이 순조로웠지만 주기가 3초인 경우는 파형의 불균

형이 나타고 있었다. 이 Caisson의 유공율은 32%이었다. 이 경

우도 주기 3초일 경우는 파형이 불안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

다. 반사율 값은 최저치 0.23이고 최대치는 0.67이었다. 이때의 

최소값인 0.23의 파형은 주기가 3초로서 매우 불안정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최소값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5.4 유공 1실 횡 Slit Caisson (Case 4)

유공 1실 횡 Slit Caisson은 유공율이 제3안과 같이 32%로서 

유공 내부의 수리현상에 의해 소파효과를 갖는다. 최소치는 0.28

이고 최대치는 0.64값을 갖는다. 이때의 최소값인 0.28의 파형은 

주기가 3초로서 매우 불안정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최

소값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3안과 제4안은 동일 

유공율에 대한 수리현상을 유수실 내부에서 파악하여 비교하면 

이들의 소파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수 있다.

2.5.5 유공 2실 종 Slit Caisson (Case 5)

유공 2실 종Slit Caisson을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비교적 다른 Caisson보다 반사율의 값이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

었다. 이때의 제 1유수실의 유공율은 32%이고 제 2유수실의 유

공율은 26%이었다. 유수실에 대한 소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수실내의 물의 거동을 분석해야 

한다. 이때의 반사율의 최소치는 0.19이며, 최대치는 0.60값을 갖

는다. 이때의 최소값인 0.19의 파형은 주기가 3초로서 매우 불안

정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최소값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반사율 값을 얻을 수 있었고 

반사율을 저감시키는 안벽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2.5.6 무공 Caisson (Case 6)

무공 Caisson을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비교적 반사

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었다. 파형은 직벽에서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율이 매우 크고, 파형도 다른 안에 비해서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반사율 값은 최소 0.25에서 최대 0.88 값을 갖는다. 

이때의 최소값인 0.25의 파형은 주기가 3초로서 매우 불안정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최소값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

단된다.

Table 3 Average reflection factor for each case 

Classification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H.W.L. 0.56 0.54 0.56 0.59 0.46 0.67

M.W.L. 0.33 0.27 0.41 0.46 0.32 0.72

L.W.L. 0.25 0.28 0.38 0.36 0.36 0.67

average 0.38 0.36 0.45 0.47 0.38 0.69

3. 파압의 수리실험

3.1 실험조건

  파압 수리모형 실험에 사용된 파랑조건은 Fig. 2와 같다. 부재

에 걸리는 파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대 파랑 조건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도 입사파를 max ×로 결정하

였다.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 of wave pressure

Classification  Measurement contents

Environmental 
condition

 ․Wave height : max=1.8  

  ×2.7=4.86m
 ․Period : =10.14sec

Level

CASE 1  ․pile pressure
 ․uplift pressure

H.W.L
M.W.L

CASE 2  ․pile pressure
 ․uplift pressure

H.W.L
M.W.L

CASE 3
 ․slit and internal of the   
  chamber pressure
 ․uplift pressure

H.W.L
M.W.L

CASE 4
 ․slit and internal of the   
  chamber pressure
 ․uplift pressure

H.W.L
M.W.L

CASE 5
 ․slit and internal of the   
  chamber pressure
 ․uplift pressure

H.W.L
M.W.L

CASE 6
 ․Slit front

H.W.L
M.W.L

3.2 파압실험에 사용된 축척

파압 실험에 사용된 기하학적 축척비의 범위는 1/10에서 

1/50을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1/50을 사용하였

다. 이 값은 비교적 파압의 재현성을 나타내는 실내 수리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파압실험의 경우는 1/20혹은 1/30의 축

척율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3.3 파압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

파압 수리모형 실험에 사용된 파압계는 일본의 SSK 회사가 

제작한 P306A-1 시리즈로서 비교적 감도가 우수한 제품으로 국

내에서도 파압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파압의 측정방법은 각 안벽구조물의 수리모형에 대하여 측정

하고자 하는 위치에 파압센서를 부착시키고 파고를 발생시킨 후 

정상적인 상태가 된 후의 20초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AD변환기를 통해서 파압으로 변환시킨 후 컴퓨터에 저장되어 

출력하도록 되어있다. 측정된 파압은 kgf/㎠을 kPa로 정리하였

다.

3.4 각 구조물의 파압 분석

3.4.1 중앙경사 조항식 잔교 (Case 1:원안)

  조위 H.W.L. DL(+) 7.410m의 조위와 파고 4.86m의 경우는 

파고가 상판의 천단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월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잔교 상판에 걸리는 양압력이 최대 153.57kPa 값을 가지므로 

잔교식 안벽을 설치할 경우 양압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ier에 걸리는 수평력은 정수면 상하로 하여 최대의 파압이 걸

리고 있다. 경사Pier에 걸리는 수평력은 비교적 예측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3.4.2 전면경사 조항식 잔교 (Case 2)

  조위 H.W.L. DL(+) 7.410m의 조위와 파고 4.86m의 경우는 

파고가 상판의 천단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월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잔교 상판에 걸리는 양압력이 최대 108.40kPa 값을 가지므로 

잔교식 안벽을 설치할 경우 양압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ier에 걸리는 수평력은 정수면 상하로 하여 최대의 파압이 걸

리고 있다. 경사Pier에 걸리는 수평력은 원안보다 큰 파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사말뚝을 설치할 경우

는 잔교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이 파압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3.4.3 유공 1실 종 Slit Caisson (Case 3)

  조위 H.W.L. DL(+) 7.410m의 조위와 파고 4.86m의 경우는 

파고가 상판의 천단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월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Slit부재 전면에 작용하는 파압은 최저 24.4kPa에서 최대 

30.67kPa가 작용하고 있지만, Slit부재 후면에 작용하는 파압이 

전면에 작용하는 파압보다 약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상판부

분에도 양압력이 35kPa에서 41kPa로 작용하고 있었다. 물론 

유수실의 격벽에도 파압이 전면과 같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갖

는다.

3.4.4 유공 1실 횡 Slit Caisson (Case 4)

  조위 H.W.L. DL(+) 7.410m의 조위와 파고 4.86m의 경우는 

파고가 상판의 천단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월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횡 Slit Caisson의 경우는 종 Slit Caisson의 경우보다 파압이 

약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5 유공 2실 종 Slit Caisson (Case 5)

  조위 H.W.L. DL(+) 7.410m의 조위와 파고 4.86m의 경우는 

파고가 상판의 천단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월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경우는 제 3안 및 제4안 보다 전면과 후면에 있어서는 파

압이 약간 적게 작용하고 있고 후면벽에는 크게 작용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유수실의 격벽에도 파압이 크게 작용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유수실의 파압은 제 1유수실 

보다 1.5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4.6 무공 Caisson (Case 6)

  조위 H.W.L. DL(+) 7.410m의 조위와 파고 4.86m의 경우는 

파고가 상판의 천단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월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비교적 파압이 적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Averagepressure distribution for each case (kPa)

Classification Position H.W.L M.W.L L.W.L Average

Case1

vertical pier 56.50 44.10 - 50.30

slope pier 29.50 49.10 - 39.30

Apron 79.90 17.70 - 48.80

Case2

vertical pier 57.30 40.20 - 48.75

slope pier 58.60 40.70 - 49.65

Apron 59.60 9.21 - 34.41

Case3

Slit front 26.65 55.37 28.95 36.99

front wall 37.05 43.30 20.97 33.77

back wall 38.36 47.31 32.00 39.22

right wall 40.59 39.16 28.42 36.06

left wall 39.85 40.85 25.29 35.33

cover plate 38.41 0 0 38.41

Case4

Slit front 45.94 64.41 19.55 43.30

front wall 47.04 39.57 17.74 34.78

back wall 49.04 59.07 30.51 46.21

right wall 50.02 48.75 35.42 44.73

left wall 44.32 49.06 23.62 39.00

cover plate 54.44 3.13 0 28.79

Case5

chamber
1

Slit front 29.22 44.17 21.09 31.49

front wall 33.42 18.62 10.73 20.92

back wall 50.14 24.48 16.95 30.52

right wall 50.08 17.5 12.64 26.74

left wall 54.07 14.84 10.29 26.40

cover plate 38.52 38.52

chamber
2

front wall 59.07 29.35 9.02 32.48

back wall 67.80 31.83 15.97 38.53

right wall 67.60 24.47 11.13 34.40

left wall 68.93 36.09 9.16 38.06

cover plate 60.76 1.67 0 31.22

Case6 Slit front 26.75 24.48 - 25.61

5. 결    론    

  외곽에 방 제를 축조하여 외해로부터 내습해 오는 고 랑

을 차단하는 것은 항만을 건설하는 기본 조건이다. 방 제를 

아무리 잘 설치해도 고 랑의 일부는 항내로 내습되어 항내

의 정온도에 악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악 향을 최소화시키

기 해서는 항내에 설치되는 유공 이슨구조물의 형상을 목

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반사율을 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한정된 조건에서 기존이론인 유한진폭 

중복파 이론을 중심으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형의 계산 

값과 측정값, 반사율의 계산 값과 측정값, 압의 계산 값과 측

정 값 그리고 양압력의 크기와 분포 등을 기 으로 정리 분석하

여 각종 구조물을 평가하 다. 

수치계산과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평균 반사율 값을 정리하면 

제 case1과 case2 그리고 case5가 반사율을 감시키는 가장 우

수한 caisson구조물이고 case3과 case4도 반사율을 감시키는 양

호한 안벽구조물이다.

(3) 반 으로 조 에 계없이 유공 이슨 내부벽면에서의 

평균 압이 외부벽면에서의 평균 압과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다. 그러나 조 에 따라서 각부재의 후면 벽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순간최  압이 부재에 걸리면

서 부재의 괴를 가져올 수 있다. 유공 이슨 상 부분에도 

순간최  양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물론 유수실의 격벽에도 

압이 면과 같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갖는다.

(2) 한정된 2차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  본 연구에 의하면, 

유공 이슨 slit내부와 외부의 각 부재에 순간최 압이 큰 차

이로 작용하여 각 부재의 안정에 험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

서 각 부재의 안정을 해 부재의 안 한 단면설계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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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토 지반에서의 Plate Anchor 실내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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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chors are primarily designed and constructed to resist outwardly-directed loads imposed on the foundation of the structure. 
These outwardly-directed loads are transmitted to the soil at a greater depth by the anchors. Buried anchors have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to stabilize the structures. Various types of earth anchors are nowadays used for the uplift resistance of transmission towers, utility poles, 
submerged pipelines and tunnels. Anchors are also used for tieback resistance of earth-retaining structures, waterfront structures, at bends in 
pressure pipelines, and when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rmal stress. In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uplift behavior of plate anchors in 

sand by experimental study to estimate the uplift behavior of plate anchor. To archive the research purpose, uplift resistance and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of plate anchors caused by embedment ratio, plate diameter were studied, compared and analyzed with various cases.

1. 서    론 

 

일반 으로, 앵커는 가설구조물을 건설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가설구조물이 자체 으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

기 어려운 경우에 Anchor를 사용하여 외부에 작용하는 힘들을 

가설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지반 속으로 달하여 구조물을 안

정하게 한다. 최근에는 Anchor가 가설구조물 뿐만 아니라, 리

텐션을 주어 주변지반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경우, 해안구조물이

나 지하수 가 높은 지반의 구조물 등에서 부력에 의한 지반의 

부풀림을 방지하는 경우, 옹벽의 바닥면에서 활동을 방지하기 

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사태의 방지, 사면의 안정, 터 의 안

정 등의 여러 가지 목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

간의 활동 역 확장에 따른 해  공간의 개발에 따라 각종 구조

물의 안정에 이용됨으로써 그 사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해양구조물에서 폭풍우는 커다란 인발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 를 통해 흙으로 달 될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인

발력을 받는 기 의 설계에서는 인발하 을 받는 흙의 항과 

앵커의 장·단기 거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Anchor 반

의 이해와 설비 기술은 효과 인 설계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

고, 이러한 Anchor는 경제 반에 해 요하게 반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발하 을 받는 Plate Anchor의 필요

교신 자 서 교: 부산 역시 도구 동삼동 한국해양 학교

051-410-4683  yseo@hhu.ac.kr

성과 그 항메카니즘, 괴모드 그리고 극한 인발 항의 합리

 평가를 해 사질토 지반내에서 일어나는 Plate Anchor의 거

동에 한 모형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모형실험을 통해 근입

비와 상 도, Plate의 지름에 의한 인발하   인발변 를 

찰하고 기존의 Plate Anchor의 이론치와 실험치를 비교, 분석한

다. 그리하여 Plate Anchor의 특성을 악하고 인발력을 좀 더 

정확하게 측하여 구조물  기  설계 시 과도한 설계를 방

할 수 있도록 한다.

2. Plate Anchor의 인발 이론 

Anchor의 종류는 크게 암반에 설치하는 Rock anchor와 흙 지

반에 설치하는 Earth anchor로 나  수 있다. 특히 Das(1990)는 

Anchor를 체의 형태에 따라 Direct embedment anchor, helical 

anchor, grouted anchor, pile anchor, plate anchor 등으로 구분

하 다. 그  Plate anchor의 종류를 Fig. 1과 같이 인발 하 의 

방향에 따라 Horizontal plate anchor, Inclined plate anchor, 

Vertical plate anchor로 구분하 다.

종래에는 Mors(1959), Down and Chieurzzi(1996)의 Soil cone 

method와 Ireland(1963)의 Friction cylinder method를 사용하여 

Horizontal plate anchor의 극한 인발력을 산정하 으며, 한 

Balla(1961), Baker and Konder(1996), Mariupol' skii(1965), 

Meyerhof and Adams(1968), Saeedy(1987)등에 의해 흙 괴면

을 직선  포물선으로 가정한 이론식과 경험식이 제안되었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3. 실내모형실험

3.1 모형실험장치

실내모형실험에 사용된 모형토조는 500mm×500mm×600mm

(가로×세로×높이)의 크기로 벽체는 10mm의 아크릴로 제작되

었다. 그리고 모형실험에 사용된 Plate Anchor는 강철 재질로 

Plate와 Anchor 강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Plate의 지름(D)은 

25mm, 50mm, 75mm로 3종류를 사용하 다. 두께는 5mm로 

동일하게 제작하 고, Anchor 강 의 길이는 각 지름에 하

여 근입비에 맞게 제작하 다. Plate 심부에는 Anchor 강

을 연결하 으며, 이음부는 나사를 이용하여 연결부의 손과 

이탈을 방지하 다.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일정한 변 로 인장 하 을 달할 

수 있는 하  달 장치를 사용하 으며, 모터와 기어박스를 

이용한 Plate Anchor의 인발속도는 1mm/min로 조정하 다. 

그리고 Plate Anchor 상부에 하 을 측정하는 Load cell를 설

치하여 Plate Anchor의 인발거동을 측정하 다.

3.2 모형지반 조성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실내모형실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문진 표 사를 이용하여 조성되었다. 300mm 높이에서 강사

하여 상 도를 달리하여 모형지반을 조성하 다. Fig. 1은 모

형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입도분포곡선을 나타내고, Table 1은 

모형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물리  성질을 나타내었다.

    (a)                (b)               (c)

Fig. 1 Plate anchors : (a) horizontal plate anchor; 

      (b) inclined plate anchor; (c) vertical plate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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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in-size distribution curves

3.3 실험방법

실험을 해 조성된 모형지반 에 Plate Anchor를 설치하고 

다시 주문진 표 사를 일정한 높이에서 지표면까지 강사한다. 

Plate Anchor 설치 시 수평자를 이용하여 연직으로 설치가 되

게 유도하 다. 그 에 도르래를 설치하고, 와이어를 이용하

여 인장 하  달 장치까지 연결하 다.

Plate Anchor의 거동을 측정하는 하 은 Load cell에서 측정

하 고, 그 측정값은 데이터로거를 이용하여 1  단 로 계측

하 다.

지름이 서로 다른 각각의 Plate Anchor에 하여 근입비

(H/D) 1, 2, 3, 4, 5, 6, 7, 8일 때의 향을 비교  분석하

다. 따라서 근입 깊이, Plate의 지름 등이 인발 거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4. 결과  해석

사질토 지반에 근입된 Plate anchor의 하 -변  특성과 극한

인발력의 변화 등 인발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Plate의 지

름, 근입비(H/D)의 향인자들을 변화시켜 실내모형실험을 하

다.

4.1 근입비에 따른 Plate anchor의 하 -변  특성

본 분석에서는 느슨한 사질토 지반으로 조성한 후 Anchor의 

근입비(H/D)를 1, 2, 3, 4, 5, 6, 7, 8로 각각 변화시켜가며 인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인발력에 한 Anchor의 상향변 는 Fig. 3과 Fig. 

4, Fig. 5에서와 같이 기에는 인발하 에 따라 변 가 선형

으로 발생하다가 이후 작은 하 의 증가에도 격한 변 가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근입비가 증가할수록 Plate anchor에 발생하는 인발하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6은 느슨한 사질토 지반

에서 Plate의 지름이 25mm일 때, 근입비에 한 극한 인발하

을 나타낸다. 근입비가 2일 때, 극한 인발하 은 0.38kgf이며 근

입비가 8일 때, 극한 인발하 은 5.91kgf로 증가하 다. Fig. 7은 

Plate의 지름이 50mm일 때, 근입비에 한 극한 인발하 을 나

타내고 있다. 근입비가 2일 때, 극한 인발하 은 2.19kgf이며 근

입비가 8일 때, 극한 인발하 은 28.38kgf로 증가하 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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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late의 지름이 75mm일 때, 근입비에 한 극한 인발하 을 

나타내고 있다. 근입비가 1일 때, 극한 인발하 은 4.57kgf이며 

근입비가 8일 때, 극한 인발하 은 60.1kgf로 증가하 다.

이와같은 실험으로부터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한 극한 인발

하 의 크기는 기에 근입비와 함께 크게 증가되지만 차로 

완만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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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displacement curve with H/D ratio 

      in loo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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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ad-displacement curve with H/D ratio 

      in loo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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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displacement curve with H/D ratio 

      in loose sand

4.2 Plate 지름에 따른 Plate anchor의 하 -변  특성

Fig. 9는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 Plate 지름에 따라 극한 인

발하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근입비가 2일 때, Plate의 지름

이 25mm에서 50mm로 증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0.38kgf에

서 2.19kgf로 증가하 다. 그리고 Plate의 지름이 50mm에서 

75mm로 증가하면서 2.19kgf에서 4.57kgf로 증가하 다. 근입비

가 8일 때, Plate의 지름이 25mm에서 50mm로 증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5.91kgf에서 28.38kgf로 증가하 으며, Plate의 지름

이 50mm에서 75mm로 증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28.38kgf에

서 60.1kgf로 증가하 다.

Plate(D=25m m ), D r=35%, V=1m m /m in

H/D

0 1 2 3 4 5 6 7 8 9

Lo
ad

(k
gf

)

0

1

2

3

4

5

6

7

Fig. 6 Variation of Qn with H/D in loo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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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Qn with H/D in loo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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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Qn with H/D in loose sand



이와같은 실험을 보면, Plate의 지름이 25mm일 때, 근입비가 

증가할수록 극한 인발하 의 크기의 변화의 기울기는 었지만, 

Plate의 지름이 증가할수록 그 기울기는 격하게 증가하게 됨

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내모형실험에서 근입비와 Plate의 지름에 따

른 Plate anchor의 극한 인발하 을 조사하 으며, 실내모형실

험의 결과를 확장하여 Plate anchor의 거동을 악함으로써 다

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각 근입비에 한 변 는 기에는 완만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하 에 도달하면서 격히 증가하여 괴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근입비가 증가하거나 Plate의 지름이 증가

함에 따라 극한 인발하 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근입비에 한 극한 인발하 은 Plate의 지름이 25mm일 

때, 근입비가 2에서 8로 증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0.38kgf에

서 5.91kgf로 증가하 다. 그리고 Plate의 지름이 50mm일 때, 

근입비가 2에서 8로 증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2.19kgf에서 

28.38kgf로 증가하 다. Plate의 지름이 75mm일 때는 근입비가 

2에서 8로 증가하면서 4.57kgf에서 60.1kgf로 증가하 다. 이는 

Plate anchor가 깊이 들어감으로써, Plate 의 연직 기둥모양으

로 된 흙 높이가 증가하면서 그 무게가 증가하여 이와 같이 나

타난 결과로 단된다.

(3) Plate의 지름에 한 극한 인발하 은 근입비가 2일 때, 

Plate의 지름이 25mm에서 50mm로 증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0.38kgf에서 2.19kgf로 증가하 다. 그리고 Plate의 지름이 

50mm에서 75mm로 증가하면서 2.19kgf에서 4.57kgf로 증가하

다. 근입비가 8일 때는 Plate의 지름이 25mm에서 50mm로 증

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5.91kgf에서 28.38kgf로 증가하 으

며, Plate의 지름이 50mm에서 75mm로 증가하면서 극한 인발하

은 28.38kgf에서 60.1kgf로 증가하 다. 이는 Plate의 지름이 

커짐으로 인하여 Plate 의 연직 기둥모양으로 된 흙 지름이 

증가하면서 그 무게가 증가하여 이와 같이 나타난 결과로 단

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의 경향은 근입비가 증가할수록 뚜fut해지

는 것으로 보아 실내모형실험일수록 Anchor의 극한 인발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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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Qn with H/D in loose sand

 

과  평가한다는 Ovesen(1972)의 연구결과에 따라 실내모형실

험을 이용할 경우 Scale effect에 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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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해저지형의 공간적 변화를 고려한 파랑변형 수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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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Wave Transformation Considering Var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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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 Wave distribution 파랑분포, Variation of bottom topography 해저지형변화

ABSTRACT: This paper is studied in variation of bottom topography using the charts(No. 202, 1:50,000; 1998, 2009) developed by
National Marine Investigation Institute and the effect on wave transformation due to variation of bottom topography for 11 years in the
vicinity of Suyeong ba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At less than 10m depth, deposition was observed more
than 3m in right and left side of Suyeong river, Dongback island and south of Gwanganli beach. Wave height of S, E directions are
predominant in east of Suyeong river estuary and south of Gwanganli beach. But, Wave height rates converged on to below 0.1 for all
wave directions due to effect of deposition. In 1998s, wave height rates for all wave directions are converged in to 0.25~0.32 at west of
Suyeong river estuary. However, wave height rates for all wave directions are converged in to 0.04~0.07 in 2009s. The results from
numerical simulation, coastal deposition around near coast area produce in Suyeong Bay seems to be sufficiently affected on wave height
reduction.

1. 서    론

부산의 남동쪽에 위치한 수영만은 승두말과 고두말을 연결하

는 해역으로 넓이는 약 40km
2이며, 최대수심은 24m이고 만구로 

갈수록 수심이 증가하는 개방형 항만이다. 또한 수영만내에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만

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수영강, 춘천, 대연천 및 용호천등이 있다

(황, 1993). 이와 같은 외해의 파랑이 장애 없이 입사할 수 있는 

개방형 항만의 특성과 더불어 주변 하천과 백사장으로 부터의 

토사 유입, 또한 연안의 인공 구조물 개발로 인한 반사파 발생 

등의 요인으로 수영만의 해저지형 변화는 불가피 하며 또한 많

은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국토해양부, 2009). 이

러한 해저지형 변화는 외해에서 입사하는 파랑의 변형에 기여한

다.

수심이 파장의 1/2정도 보다 큰 심해역에서 바람응력으로 인

해 발생된 파랑은 해저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파해 간다.

하지만 심해에서 발생한 파랑이 천해역으로 전파하면서 해저 및 

주변 지역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회절, 굴절, 천수현상 이외에 해

저 마찰 및 수심의 변화로 인하여 파랑의 성장에 큰 변화가 나

타난다. 이러한 영향들은 천해역에서 파고를 감소시키기도 하지

교신저자 유창일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051-629-7071 mc2002@hanmail.net

만 진행과정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파고가 높게 나

타나기도 한다. 연안해역의 파랑 변형은 수심이 25m 이하인 천

해역과 수심 변화가 다양한 해역에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쇄파대 내의 수립자 유속, 파속 및 파장 등을 규명하는데는 

평균수위변동량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균수위변

동은 결국 파고분포에 영향을 미치므로 쇄파대내의 파의 변형

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김 등, 1993). 심해에서 해안

으로 전파해 올 때 천수변형과 쇄파에 의하여 파고가 변화되

면 라디에이션 응력도 국지적으로 변화하므로 이에 의해 수면

경사가 변화한다고 밝혀졌다(Longuet-Higgins et al., 1962). 이

렇게 발생된 수면경사에 의해 연안류가 발생하고 이는 해저지

형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랑과 해저지형의 상호관계

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 등 

(2000) 3차원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파랑의 특성과 내습파랑

의 지속시간, 구조물의 평면 배치에 따른 해빈형상의 변형과 

지역조건에 따른 해빈표사의 이동현상을 연구하였으며, 유 등 

(2010)은 일정경사면에서 천수효과와 마찰손실에 의한 파고변

화를 추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파랑과 해저경사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순 경사면을 가정한 연구에 국

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변화가 발생된 전·후의 파랑변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98년과 2009년에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발간된 수치해도(No. 202, 1:50,000)를 이용하여 수영만을 포함

하는 인근 해역에서 11년 동안 발생된 해저 지형변화량을 산

정하였으며 또한 SWAN 모형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내 발생한 

지형변화가 파랑변형에 기인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영만 해역의 해저지형 변화량

수영만을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에 위치한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의 인근 해역은 외해의 파랑이 장애 없이 입사

할 수 있는 개방성해역이다. 또한 수영강을 비롯하여 주변의 하

천(춘천천, 대연천)에서 유입되는 토사 및 인근 해수욕장의 양빈

으로 인한 모래유입과 더불어 파랑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해저

지형의 변화가 시·공간적으로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NORI)에서 발간된 수치해도

(No. 202, 1:50,000 ; 1998, 2009)로부터 평균해면(M.S.L.)을 기준

으로 수심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이 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해서

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성과 자료이

므로 본 연구에서 별도의 신뢰성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부터 Fig. 1과 같은 등수심도를 작성하였다.

수영강 선단을 중심으로 서측과 동측에 위치한 광안리 해수욕

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전면 해역은 1km이내에는 10m

이하 4km이내에는 20m이하의 수심으로 해저지형이 형성되어

Fig. 1 Isobathymetric mapping of Suyeong bay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 보다는 해운대 해수욕장 전면부에서 

수심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11년간에 결쳐 발생된 해저지형의 변화량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Fig. 2). 분석결과 수심 10m이하의 지

역인 수영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좌·우측, 동백섬을 기준으로 좌·

우측, 광안리 해수욕장 하단부터 이기대 부근까지 국부적으로 

3m이상의 퇴적이 발생하였다.

Fig. 2 Variation of bottom topography(blue-erosion,

red-deposition)

3. 파랑변형 수치모의

본 연구에서는 수영만 하구역 및 주변해역에서 발생되는 지형

변화에 따른 파랑분포를 산출하고자 천해파랑모델을 이용하여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3.1 SWAN 모델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파랑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SWAN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 Delft Univ. Tech., Netherland)모델은 바람, 수심 및 

해류 조건으로부터 근해, 호수 및 강어귀에서 파랑의 특성인자

를 추정하는 제3세대 수치 파랑모델이다(Booij et al., 1999).

SWAN에서 파랑스펙트럼의 발생은 Cartesian 좌표계에 대해 

Spectral action balance equation으로 설명된다(Hasselmann,

1974).
















 




여기서,  : 상대주파수,  : 파향, N: Wave action density

spectrum을 나타낸다. 식 (1)은 흐름의 분포와 간단한 저면지형

효과를 포함한 약산식으로 좌변의 첫 항은 시간에 대한 운동밀

도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은 X-, Y-공간에

서 속도 와 의 전달을 포함한 지형학적 공간에서의 운동량 

전달을 말한다. 네 번째 항은 수심과 흐름의 변화에 의해 발생



Wave
condition

Wave direction

E ESE SE SSE S
Hs (m) 7.37 10.79 11.44 11.54 9.42

Tp (sec) 12.12 14.51 15.20 15.83 14.98

Table 1 Case of input wave conditions (50-year design

wave heights)

하는 상대주파수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항은 -공간에서 전달

속도 로 수심과 흐름으로 인해 변형하는 굴절을 나타낸다. 지

배방정식의 우변항의 S는 source/sink 항으로서 파랑스펙트럼

을 구성하는 성분파의 에너지입출력 및 파랑의 생성, 소산 그리

고 성분파간의 비선형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포함한다.

      

여기서,  는 바람에 의한 파랑으로의 에너지 유입, 는 쇄

파와 저면마찰 및 백파 등에 의한 에너지 소산, 는 비선형 파

랑-파랑간 상호 간섭의 효과를 나타낸다. SWAN모델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사항은 Booij et al.(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3.2 수치실험 조건

본 수치모의에서는 지형변화가 파랑의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수치해도(No. 202, 1:50,000 ; 1998, 2009)를 이용하여   

2Case의 수심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수치모의를 위한 계산 영역

은 동일하게 11.9km×9.9km로 ∆x, ∆y를 10m로 등간격으로 하

였고 그에 따른 격자수는 1191×991이다.

또한 앞선 해저지형변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3m이상의 퇴적이 

발생된 지역을 선정하여 연안에서 발생된 해저지형 변화가 파랑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위해 선정된 지역 내에서 등수심에 

법선방향으로 수심단면을 설정하고 각 단면을 A, B, C와 같이 

구분하였다(Fig. 3).

Fig. 3 Computational grid domain and the sketch of

cross section in study area

경계에서 파랑스펙트럼은 JONSWAP스펙트럼을 적용하였으

며 극대증진계수(ɤ)는 3.3으로 적용하였다 방향 분해능은 36방

위이며 주파수분해능은 0.04~1Hz의 범위로 25개 분할로 계산하

였다. 시뮬레이션은 SWAN 모형에서 의 파랑 발달이 98%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 실행하였다.

본 수치모의에서 사용된 파랑조건은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

보고서Ⅱ(한국해양연구원, 2005)의 자료를 분석하여 50년 빈도

의 설계파랑 중 대상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 파랑을 Table 1과 

같이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4. 지형변화에 따른 수치모의 결과

4.1 50년 빈도 입사파랑에 따른 파향별 파랑분포

본 논문에서는 입사파향에 따른 파고 분포도중 지형변화의 영

향이 큰 S와 SE파향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수치모의를 통하여 

수행된 모든 파향에 대해서 수심이 30m에서 20m로 감소되는 

지역에서 파고가 5m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고려하였던 모든 파향에 대하여 해안으로부터 1km이내에 4m

이하의 파고가 분포하였다(Fig. 4).

1998년, 2009년의 두 지형을 이용한 파고분포 결과의 편차를 

보면 해저지형변화가 3m이상 발생하였던 수영강 하구역 주변과 

동백섬 좌우측, 광안리 해수욕장의 하단 주거 밀집지역에 최대 

2m이상의 파고차를 보였다(Fig. 5).

4.2 입사 파향별 파고비 변화

각 외해 입사파향에 따른 Fig. 3에서 선정한 단면별 파고변화

를 Fig. 6에 나타내었다.

A-A'단면에서 1998년에는 수심 9.3m 부근에서 ESE, SE, SSE

의 파향에 대해서 0.29~0.45, E와 S의 파향은 0.45~0.48의 파고비

를 가지고 해안으로 전파되어 S파향을 제외한 모든 파향에서 

0.14~0.17의 파고비로 수렴되고 S파향은 0.32의 파고비로 수렴한

다. 하지만 2009년의 경우 9.5m의 수심에서 ESE, SE, SSE의 파

향에 대해서는 0.31~0.28, E와 S의 파향에 대해서는 0.44~0.6의 

높은 파고비로 입사되지만 150m 지점에서 수심이 5m이하로 급

하게 감소하면서 모든 파향의 파고비가 0.05~0.08로 크게 감소

하여 수렴한다.

B-B'단면에서 1998년에는 모든 파향에 대해  수심 10m 부근

에서 0.27~0.38의 파고비를 가지는 입사 파랑이 5.6m의 수심을 

가지는 해안선 까지 0.26~0.32의 파고비로 큰 변화 없이 수렴한

다. 하지만 2009년의 경우 11m의 수심에서 파고비 0.3~0.37의 

입사파랑이 수심이 4m이하로 급격히 감소되는 170m 지점에서 

파고비가 크게 감소하여 0.06~0.04의 파고비로 수렴한다.

C-C'단면에서는 1998년과 2009년 모두 동일하게 E파향에 대

해서는 0.51~0.52의 파고비를 가지고 다른 모든 파향에 대하여 

0.35~0.38의 파고비로 입사하여 연안으로부터 700m 떨어진 해

역에서 수심이 10m에서 4m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E파향에 대

해서는 0.2~0.25, ESE, SE, SSE, S파향에 대해서는 0.05~0.15의 

파고비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해안으로 갈수록 1998년에는 E

파향이 0.26 다른 모든 파향은 0.17~0.18의 파고비로 수렴하였

다. 2009년에는 해저지형의 퇴적에 따른 영향으로 모든 파향에 

대하여 0.06~0.09의 파고비로 수렴한다.



Fig. 4 Wave vector and wave contour for 50-year return period wave with different digital topographic map

Fig. 5 Wave height deviation between 1998 and 2009 representative wave direction out of cases



Fig. 6 Comparison with variation of H/Hi along the cross sectional profiles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98년과 2009년에 발간

된 수치해도(No. 202, 1:50,000)를 이용하여 수영만을 포함한 인

근 해역에 11년간 발생된 해저지형변화량 산정하였으며 SWAN

모형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내 발생한 지형변화가 파랑변형에 기

인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8년과 2009년의 11년간 변화된 해저지형을 분석한 결

과 수심 10m이하의 연안에 대해서 수영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좌·우측, 동백섬을 기준으로 좌·우측, 광안리 해수욕장 남단부터 

이기대 부근까지 국부적으로 3m이상의 퇴적이 발생되었으며 이

를 중심으로 단면별 파고비 분포를 계산하였다.

(2) 파랑변형 수치모의 결과 1998년, 2009년 두 지형에서의 파

고 편차는 해저지형변화가 3m이상 발생되었던 수영강 하구역 

주변과 동백섬 좌우측, 광안리 해수욕장의 하단 주거 밀집지역

에 최대 2m이상의 파고차를 보였다.

(3) 수영강 하구역 동쪽과 광안리 해수욕장 남쪽에 위치한 주

거 밀집지역 A-A'와 B-B'에서는 각각  S파향과 E파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8년보다 2009년에 연안에 발생된 

퇴적의 영향으로 모든 파향에 대해서 파고비가 0.1이하로 수렴

하는 파고저감효과가 나타났다.

(4) 수영강 하구역 서쪽에 위치한 상가 밀집지역(B-B')에서 파

향에 관계없이 1998년도에는 입사 파고비가 0.25~0.32에 수렴하

였으나 2009년에는 연안에 발생된 퇴적의 영향으로 모든 파향에 

대해서 파고비가 0.04~0.07로 수렴하는 파고저감효과가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연안에서 발생된 퇴적은 충분한 파랑저

감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구역에 발생된 퇴적은 하

구폐색과 같은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퇴적현상은 파랑제어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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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기반 신뢰성해석 기법을 이용한 안벽의 확률론적 구조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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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Coastal structure 해안구조물, Quay wall 안벽, Reliability analysis 신뢰성해석, Latin hypercube sampling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

ABSTRACT : An efficient and practical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 is proposed for a caisson-type quay wall in this paper. It is
capable of evaluating reliability of real complicated coastal structures considering uncertainties in various sources of design parameters,
such as wave and current loads, resistance-related design variables including Young's modulus and compressive strength of a reinforced
concrete, soil parameters, and boundary conditions. It is developed by intelligently integrating the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The LHS is use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computational effort by limiting the number
of simulation cycles required for the reliability evaluation. The applic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were verified using a
caisson-type quay wall. in the numerical example.

1. 서    론 

최근, 교량 및 항만, 지하철과 같은 대형 산업기반시설물의 

다양한 설계변수들에 대해 변동성 및 불확실성을 반영한 구조

안전성의 정량적 평가인 신뢰성평가와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

한 구조물설계를 위한 신뢰성설계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조물 위험성에 관한 정량적 평가는 구조신뢰

성이란 용어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신뢰성은 사실

적인 구조물거동의 파악과 하중 및 저항력과 관련된 설계인자

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표적인 해안구조물인 안벽의 안전

성 확보를 전제로 한 경제적 설계단면의 구현을 위해서는 파

력, 조위, 지진계수 등의 다양한 하중조건, 구조적 기하형상 및 

사용재료의 특성, 지반정수들의 특성, 구조물 거동 및 경계 조

건 등의 설계변수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에 내재된 불

확실성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구조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또한 케이슨 구조 안벽은 해저 사석 마운드로부터 

일정 해수면 위까지 케이슨이 파력에 직접 노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파괴 모드에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안 구조물의 안

교신저자 허정원: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 96-1

061-659-7247 jwonhuh@chonnam.ac.kr

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괴모드로는 케이슨의 활동 

및 전도 그리고 사석 마운드의 지지력 부족 등을 들 수 있

다.(Oumeraci,1994; Kawai 등, 1997: Burcharth와 Sorensen,

1998), 각 파괴모드는 파압 작용 시와 지진 시로 구분 되어 해

석되지만, 실제 전도와 지진이 지배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단면은 파압 작용 시에 발생되는 활동과 

지지력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안구조물의 

상세 해석과 설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유한요소법과 필

수적인 확률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고려하여 규정된 

한계상태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기법을 결합

하는 것이 해안안구조물의 성능에 기초한 설계와 신뢰성해석

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한계상태함수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

운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

(MIDAS)과 효율적인 확률 샘플링기법인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기법을 결합한 신뢰성해석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안벽의 신뢰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고려하는 한

계상태에 대한 계량화된 위험도지표를 산정하고 각 설계 확률

변수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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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process of two random variable to RLHS application

2. LHS-기반 확률유한요소법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모든 하중의 영향과 저항력에 

관련된 매개변수들 상호간의 함수적 관계로 정식화되는 한계

상태함수(또는 성능함수)는 명시적(Explicit)인 형태이거나 유한

요소 알고리즘과 같은 암시적(Implicit)인 형태로 표현된다. 명

시적 한계상태함수의 경우에는 다양한 Level II 및 Level III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복잡한 형상과 다수의 설계변수

를 갖는 안벽과 같은 실제 구조물의 신뢰성해석에는 유한요소

/유한차분법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되는 한계상태를 고

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Monte carlo simulation (MCS),

LHS기반 확률유한요소법 등이 적용가능한 방법이다. 이 중 

MCS는 목표 파괴확률이 낮거나 확정적 유한요소해석에 요구

되는 계산시간이 많아지면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보다 

적은 모사횟수로도 파괴확률을 비교적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LHS, Importance sampling

method, Directional simulation 등의 개선된 MCS방법이 개발

되었다. 이중 대부분의 공학적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횟수의 모사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

인된 LHS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확률론적 신뢰성해석기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LHS는 입력변수 공간에서 값을 추출할 때 균등한 분포빈도

로 추출되도록 각 입력 변수의 범위를 개의 영역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서 하나씩 추출하되 중복되지 않게 개를 추

출하는 방법이다. 즉 어떤 변량에 대해서 개의 값을 추출할 

때 원하는 수 개의 배열을 형성한 후 이중 하나의 배열에서

만 중복되지 않게 추출하는 방법으로 은 추출하고자 하는 값

의 수를 나타내며 는 입력변수의 수로서 변량의 차원을 나타

낸다. 먼저 입력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바탕으로 변수

를 [0, 1]로 표준화한다. 추출영역 [0, 1]에서 각각 독립인 입력

변수       와 각 입력변수의 확률분포 형태에 해당하

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라 하고, 를 번째 변수 의 번째 추출점

이라고 하면,   은 ×행렬로서 의 각 열 

      는 임의순열(Random permutation)이며, 이러한 각 

열들은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식 (1)과 같이 LHS를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균등분포 [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로 위의 식에서 순열 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에 대하여  인 LHS를 “Center LHS (CLHS)”

라고 한다. 한편 가 을 따르는 일반적인 경우를 

“Random LHS (RLHS)”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LHS를 적용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방

법을 적용한 두 확률변수에 대한 5개의 샘플을 획득하는 과정

을 아래 Fig. 1에 예시하였다. 여기서 두 확률변수의 통계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면 X와 Y는 대수정규분포로서 평균

은 각기 40과 10 그리고 표준편차는 각기 6과 3을 갖는 확률

변수로 고려하였다. 즉 X~LN(40, 6)이며 Y~LN(10, 3)으로 가

정하였다.

전통적인 추계유한요소법은 요소의 강성행렬과 하중벡터의 

확률변수들에 대한 편미분 행렬과 벡터를 개발 및 정식화하여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에 이 방법을 적용한 신뢰성해석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LHS기반 확률유한요소법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의 한계상태함수

를 가지는 사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뢰성해석을 편리하게 수

행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

행된다.

① 대상구조물의 성능기준인 한계상태와 각 한계상태별 주요 

확률변수를 선정하고, 그 통계특성치를 결정한다.

② k개의 확률변수와 n개의 샘플링을 고려하여 LHS 행렬인 

를 생성한다.

③ 각 샘플(LHS 행렬에서 각 행)에 대하여 확률변수의 목표 

누적분포를 만족하는 대응 값을 산정한다.

④ 모든 샘플에 대하여 단계 ③을 반복한다.

⑤ LHS 기법에 의해 추출된 모든 샘플에 대하여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고 관련 응답 및 한계상태함수의 값을 구한다.

⑥ 구해진 한계상태함수의 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한다.

⑦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신뢰도지수는  로 구하고, 대

응 파괴확률은 ≈로 산정한다.

3. 유공 케이슨 안벽의 신뢰성해석 사례



Classification Random variable (SI unit) Designed
value Average  Varia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shape

Material
quality

Caisson
/

cap

RC Con'c
X1 specific weight (kN/m3) 24 23.52 0.98 0.02 N
X2 elastic modulus (MPa) 29755 29755 1.00 0.06 LN

Con'c
X3 specific weight (kN/m3) 22.6 23.05 1.02 0.02 N

X4 compressive
strength

(MPa) 35 41.65 1.19 0.06 LN

rebar X5 tensile strength (MPa) 400 440 1.10 0.07 WEI

filler sand/riprap X6 saturated unit
weight

(kN/m3) 20 20.4 1.02 0.04 N

foundation
rubble-moun

d
foundation

X7 vertical stiffness
coefficient

(kN/m2) 5217.2 5217.2 1.02 0.15 LN

Load

hydraulic pressure and
buoyancy X8

hydraulic pressure
and buoyancy

coefficient
 1 1 1.00 0.20 N

earth pressure X9 earth pressure
coefficient

 1 1 1.00 0.10 N

crane load X10 crane load  1 1 1.00 0.10 EVD
traction X11 traction  1 1 1.00 0.10 N

overburden live load X12 overburden load
coefficient

 1 1 1.00 1.10 EVD

 - average/designed value average ratio (比)

Table 2 Random variable and Statistical Characteristics

Fig. 2 Uneven Type slit caisson

사례해석에서는 Fig. 2의 요철형 슬릿 유공 케이슨식 안벽 3

차원 독립 유닛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벽은 3차원 Plate, 상치

콘크리트는 Solid 요소로 그리고 기초사석은 수직방향 강성을 

갖는 탄성스프링으로 모델링 한 안벽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계

상태의 규정과 최대 응답의 파력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파봉시

와 파곡시 각기 3가지 파력작용 형상의 총 6가지 Case에 대하

여 각종 설계 물성치의 평균값을 확정치로 사용한 확정적 유

한요소해석(MIDAS)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극한강도 및 사용

성 한계상태에 대해서 사용하중에 의해 최대응답이 발생하는 

파력조건은 Table 1에 나타낸바와 같이 파곡시 인파 III으로 

확인되었다. 인파 III의 파력조건에 해당하는 하중조합에 대해

서 극한강도 한계상태에서는 전면벽, 후면벽, 첫 번째 유수실 

슬릿부, 저판 중앙부의 산정 휨 모멘트가 다른 요소들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Classifi
cation Wave force effect shape

Design wave force

distribution

wave

trough

-Backrush

Ⅲ

Table 1 Wave force effect shape and design wave force

distribution

3.1 신뢰성해석을 위한 한계상태함수의 정의

구조물의 한계상태함수는 대부분의 경우 극한강도 한계상태

와 사용성 한계상태를 고려한다. 극한강도 한계상태에서는 안

벽 구조체의 주요 부재요소 별로 발생하는 최대휨모멘트

(max)가 각 부재요소의 설계휨모멘트()를 초과하는 상태

를 파괴라고하며, 아래의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ax  max

  

  max

(2)

여기서 와 는 안벽의 철근 인장강도 및 콘크리트 압축강

도로 확률변수이며 그 통계적 특성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max는 각 표본점에 대한 확정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구한 

부재요소별 최대휨모멘트 값이며, ,  및 는 각 부재요소

별 인장철근량, 단면 유효높이 및 단면폭으로 확정변수로 고려

하였다.

3.2 확률변수 및 통계특성치 결정

초기 신뢰성해석 결과에서 나타난 확률변수들의 민감도지수

()와 문헌을 참고하여, 신뢰성해석을 위한 강도 한계상태에 



limit strength limit state (Structural Elements Moment Capacity strength), Wave condition (인파 Ⅲ)

Structural
Elements front wall backside wall First perforated slit

Reliability Index
contour

minimum
Reliability Index =3.121>T=3.0 =3.461>T=3.0 =7.33>T=3.0

maximum
Reliability Index

=9.027×10-4 =2.694×10-4 =1.132×10-13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Caisson Type Quay wall

대해서는 12개의 확률변수를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Table 2의 강도 한계상태에서 고려한 확률변수의 통계적 특성

치인 평균값, 변동계수, 그리고 분포형태 또한 다양한 문헌자

료(Nikolaidis & Kaplan, 1991; Melchers, 2001; Huh &

Haldar, 2001; Oumeraci et al., 2001; 長尾 et al., 2001; 허정원,

2003)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3.3 신뢰성해석 결과 및 분석

전술된 LHS기반 신뢰성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유공 케이슨 

안벽의 극한강도 한계상태에 대한 신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극한강도에서 고려한 확률변수는 12개다. 유공 케이슨 안벽에

서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요소에서 강도한계상태에 대한 

신뢰성해석 결과를 신뢰성지수와 그에 대응하는 파괴확률로써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이와 함께 신뢰성지수 등치선도

(reliability index contour)도 Table 3에 함께 표시하였다.

Table 3의 신뢰성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요소의 극한

강도 한계상태에 대한 신뢰도지수는 통상적으로 일반 구조물

의 부재에 적용되는 목표신뢰도지수 3.0을 모두 상회하므로 극

한강도에 대한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

한강도 한계상태에서 특히 철근의 인장강도 그리고 콘크리트 

및 채움재의 단위중량, 파압 수평력, 기초사석 수직강성도, 부

력 등이 구조요소별 안전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

로 판명되어, 케이슨 안벽의 설계과정에서 가능한 한 정밀한 

파압산정과 정확한 구조재료 물성치의 결정이 구조안전도 확

보를 위해서 중요하며, 시공단계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의 품질

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케이슨 안벽 구조체의 설계 휨 

강도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안전한 구조성능의 

구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HS 기법과 상용 유한요소법 프로그램을 결

합한 복합 신뢰성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표적 해안구조

물인 케이슨 안벽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적용

된 신뢰성기법은 유공 케이슨 안벽과 같은 복잡한 실제 구조

물의 사실적인 구조거동과 다양한 설계변수들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고려하여 극한강도 및 사용성 한계상태에 대한 신뢰성

지수 및 대응 파괴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아

주 적은 수의 샘플을 가지고도 적정한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구조체의 안정성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구조신뢰성해석 기법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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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설치에 따른 해운대 이안류 발생 제어에 관하여

허동수․구남헌(경상대학교) 

 최근 들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안류(Rip current)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매년 다양한 방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에 입사하는 파랑특성, 지역적인 기후 특성 및 해안지형(수심의 

변화)특성이 이안류 발생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수치실험을 통하여 이안류 발생 메커

니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이안류 발생의 주원인으로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협곡과 암초에 의한 수심

의 급격한 변화로 국소적인 쇄파대 파고의 차이를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사실상 짧은 시간에 돌발적이고 

산발적이며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이안류의 예측 및 원인규명은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이안류에 대한 많은 연구가 국외에서 수행되어(Deguchi et al., 2004; Hosoyamada et al., 2008; 

Johnson and Pattiaratchi et al., 2006; Svendsen et al., 2000) 주로 이안류 발생 기구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이안류 제어 대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안류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김인철 등(2009)은 해운대의 이안류 발생에 대한 수치모의를 실시하여 이안

류 발생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윤성범 등(2010)은 이안류 발생역학에 관한 설명과 이안류 발생 기구

를 규명할 수 있는 수치 모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허동수 등(2009, 1010)은 기존의 수치모델과

는 달리 파의 변형, 흐름 및 쇄파 후의 에너지 감쇠까지 모두 직접 고려할 수 있는 강비선형 3차원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해운대의 이안류 발생 기구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해저지형에 따른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에 논의되었던 이안류의 발생기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

는 듯한 검토결과에 불과하며 해운대 이안류의 정확한 발생 기구 및 제어대책의 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른 이안류 발생 메커니즘 및 제어 대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3차

원 수치모델(LES-WASS-3D)를 이용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안류를 재현함과 동시에 발생 메

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러한 발생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물(해빈 내에 투수층 매

설, 신기능 잠제 설치)을 설치하여 이안류의 제어 효과를 검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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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면기법을 적용한 플로팅건축용 함체 구조물의 동요 신뢰성평가

서영훈*․허정원*․안성욱**

*전남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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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Analysis of a Floating Hull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Yeong-Hun Seo*, Jungwon Huh* and Sung-wook 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POSCO Engineering, Korea

KEY WORDS: Floating, Reliability, Response Surface method(RSM), Rolling

ABSTRACT: A practical and efficient reliability analysis method for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probabilistic risk of a floating hull
structure. It first uses the response surface method to develop a second order polynomial expressed in terms of input random variables
for the implicit limit state function of algorithmic form such as the finite element method routinely used in everyday design practice.
Then, the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is applied to conduct very efficient and accurate reliability analysis, leading quantitative risk
evaluation of the structure. Random variables and their statistical properties in the reliability analysis are selected based on the various
literatures and an initial analysis. It is expected to be effectively applied in the reliability-based design and reliability analysis of real
structures such as floating structures.

1. 서    론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과 3면이 바다와 접해있어, 해양공

간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개발방안의 하나로 간척 매

립과 차별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적용을 통한 주거 및 생활

공간의 확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

으로 해외 선진국들은 플로팅건축물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해 오고 있다. 특히 플로팅건축물은 해상에 설치되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해양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설계나 해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해양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설계변수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정

량적인 안전도를 평가하는 확률론적 신뢰성해석이나 이에 기초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단면을 구하는 한계상태설계법 또

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과같은 신뢰성기반 설계법에 대한 연구

가 근래에 해외․국내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신

뢰성해석및신뢰성기반설계법은각각의파괴모드에대하여평

준화된안전성을갖는경제적인구조물의최적단면의도출과경

제적인 보수 및 보강대책 수립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부유식구조물의 일상적인 상세 해석과 설계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이용되는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과 필

수적인 확률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특정 한계상태에 

대한 확률론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기법을 결합한

교신저자 허정원: 전남여수시 둔덕동 산 96-1

061-659-7247 jwonhuh@chonnam.ac.kr

확률유한요소법(PFEM: Probabilistic Finite Element Method)이 가

장 이상적인 부유식구조물의 안전성평가 방법으로 판단되나, 한

계상태함수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

는 다른 새로운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ANSYS

AQWA, ABAQUS, MIDAS 등)과 신뢰성해석기법을 합리적으로

결합한 응답면기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에 기초한 확

률 유한요소법의 적용을 통한 플로팅함체의 신뢰성해석을 수행

함으로써 동요 한계상태에 대한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각 설계 확률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신뢰성해석을 위한 확률 유한요소법

2.1 실용적 문제에 대한 신뢰성해석

부유식함체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작용하

는 모든 하중의 영향과 저항력에 관련된 매개변수들 상호간의 

함수적 관계로 정식화되는 한계상태함수는 명시적인(explicit)

형태이거나 유한 요소 차분 알고리즘과 같은 암시적인(implicit)

형태로 표현이 된다. 명시적 한계상태함수의 경우에는 정량적 

안전지표인 신뢰성지수를 산정하는 Level Ⅱ(MVFOSM, FORM,

SORM 등)방법과 파괴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LevelⅢ(MCS 등)

방법을 적용하여 쉽게 확률적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설계변수를 포함하고 복잡한 기하형상과 경계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플로팅함체와 같은 구조물의 신뢰성분석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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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소 또는 유한차분법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되는 한계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응답면기법-기반 확률 유한요소법의 적용이 

가장 이상적이다. MCS기법도 적용은 가능하지만 목표로 하는 

파괴확률이 낮거나, 많은 해석시간이 요구되는 경우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추계유한요소법은 요소의 강

성행렬과 하중벡터의 확률변수들에 대한 편미분 행렬과 벡터를 

개발 및 정식화하여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용 

유한요소프로그램에 이 방법을 적용한 신뢰성해석은 용이하지 

않다(허정원,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SM을 기반으로 한 

확률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플로팅함체의 동요와 관련된 한계

상태함수의 명시적 정식화를 통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

하였다.

2.2 응답면기법-기반 확률 유한요소법의 구성 및 절차

응답면기법에 기초한 확률 유한요소법(허정원, 2003)은 일련의 

입력 확률변수와 특정한 상관관계에 있는 음함수형태의 한계

상태함수에 대하여 먼저 응답면기법을 사용하여 입력 확률변

수들로 표현되는 2차 다항식으로 근사(approximate)한 후, 일

차신뢰도법(FORM)을 적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신뢰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성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법이다. 이 과정을 해석단계별로 요약하여 아래에 기

술하였다. 응답면기법에서는 Huh & Haldar (2001)가 제안한 

모델 중 다음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즉 교차항이 배제된 2

차 다항식과 Saturated Design을 이용한 모델 ①과  완전 2차 

다항식과 Central Composite Design을 이용한 모델 ②를 고려

하여 확률변수의 개수에 따라 적용하며, 각 모델에 대한 세부

적인 개념과 적용기준 및 장․단점과 FORM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하였으나, 다양한 참고문헌(Huh

& Haldar, 2001; 허정원, 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확률변수의 개수에 따라 효율성과 정확도를 고려하여 최적

의 모델 선정

(2) 선정된 모델에 적용되는 표본추출기법을 이용하여 확률변

수의 평균값에서 표본을 sampling한 후, 각 각의 표본추출

점에 대한 확정적 유한요소해석의 수행

(3) 모든 표본점에 대한 확정적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회귀분석 

또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실제 한계상태함수를 

입력 확률변수의 항으로 표현하는 근사된 2차 다항식 결정

(4) 신뢰성해석 기법인 FORM을 이용하여 신뢰성지수, 파괴확

률, 각 확률변수의 파괴확률에 대한 기여도의 정량적 수치

인 민감도 지수(Sensitivity Index), 및 설계점(checking

point)을 구하는 신뢰성해석을 수행하여 대상 구조물의 안

전성과 위험성 평가

3. 플로팅함체의 한계상태함수 및 동요 특성

3.1 플로팅함체의 한계상태함수

구조물의 안전도는 미리 결정된 성능기준인 한계상태함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괴, 좌굴, 손상, 파괴로 

분류되는 성능상실은 적용분야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데, 기

술이나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구조물이 고

유의 목적 또는 사용 용도를 지속할 수 없다면 그 시스템 또

는 구조물은 성능상실(파괴, 파손, 손상)이라 말할 수 있다. 플

로팅구조물의 경우 한계상태는 극한강도, 사용성 및 피로강도

(홍사영, 2001)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 한계상태함수는 구조물

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리해서 고려해야한다.

(1) 극한강도 한계상태 (Ultimate limit state)

- 구조체 일부/전체의 불안정상태 및 평형상실 상태(함체 동

요)

- 구조부재의 재료강도(설계기준강도, 항복강도, 극한강도 등)

한계를 초과하여 부재의 내하력을 상실한 상태

(2) 사용성 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

- 사용자 불안감 유발 또는 장비작동에 영향을 주는 과다 변형

(처짐, 회전 등)이나 진동

- 함체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파단, 균열 등의 국부손상

(3) 피로강도 한계상태 (Fatigue limit state)

파랑이나 조류 등 주기적인 하중에 의한 함체의 연결부위 및 

계류시스템의 피로한계상태

3.2 플로팅함체의 동요 및 동요 한계상태

부유식함체는 해수면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파동이라는 형태

로 항상 운동하고 있는데 부유식함체는 해수면과 같이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동요를 해석 하자면 운동의 성분으로 분해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Fig. 1과 같이 부유식함체는 6자유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수평성분인 surge, sway, yaw성분과 수직성

분인 heave, pitch, roll의 6가지 성분이 합성된 것이다. 수평동

요는 부체의 질량, 파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직동요는 

고유주기 및 부체의 질량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Fig .1 Fluctuation component of the six degrees of

freedom floating body.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설계시방서나 기준(항만 및 어항 설

계기준, 2005)에서 부유식구조물의 안전성검토를 위한 동요 한

계상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

의 사례분석에서는 다음 Table 1과 같이 일본에서 적용되는 

“계류선박의 허용최대 동요량”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Table. 1 Allowable ship motion for loading and unloading

선종 surging
(m)

swaying
(m)

heaving
(m)

rolling
(deg)

pitching
(deg)

yawing
(deg)

일반화물선 ±1.0 ±0.75 ±0.5 ±2.5 ±1.0 ±1.5

곡물화물선 ±1.0 ±0.5 ±0.5 ±1.0 ±1.0 ±1.0

광석화물선 ±1.0 ±1.0 ±0.5 ±3.0 ±1.0 ±1.0

내항탱커 ±1.0 ±0.75 ±0.5 ±4.0 ±2.0 ±2.0

외항탱커 ±1.0 ±0.75 ±0.5 ±3.0 ±1.5 ±1.5

하역작업에서 본 계류선박의 허용최대 동요량(Ueda-Shiraishi:일본항 
만기연보고 제 27권 제 4호, 1988년 p.54)

4. 플로팅함체의 동요 신뢰성해석 사례

4.1 플로팅함체의 설계조건 및 확정적 유한요소해석

사례분석에서는 Fig. 2에 도시한 플로팅건축용 함체의 설계 

단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뢰성해석에 앞서 아래 Fig. 3과 같

이 3차원 Shell 요소로 길이 96m, 폭 48m, 두께 3m로 모델링

한 플로팅함체를 대상으로 세 개의 입사파 방향각(0°, 45°, 90°)

에(이주성, 1997) 대하여 파랑조건을 포함한 각종 설계 물성치

의 평균값을 확정치로 사용한 확정적 유한요소해석(ANSYS

AQWA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ing of floating hull(김지용 

2010, ANSYS AQWA MANUAL)

Fig. 3 Direction of the incident wave on the structure

설계파(파고 = 1m, 주기 = 4~20 sec)를 적용한 확정적 유한

요소해석 결과로부터 횡 동요(roll)에 의한 함체의 전도 가능성

과 수직 동요(heave)에 의한 함체 부재의 파손 가능성이 가장 

크게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입사파의 방향각(o°, 45°, 90°)에 따

른 플로팅함체의 이들 동요량(한국기계연구원 선박 해양공학연

구센터, 1995)에 대한 결과를 아래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The heave and roll of ship motion of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incident wave

45°의 경우 heave의 경우와 roll의 경우 주기 6초정도에서 값

이 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플로팅함체의 고유주기로 판단된

다. 그리고 heave에서는 최대파고 1m에 수렴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장주기로 갈수록 파랑과 일체 거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신뢰성해석을 위한 한계상태함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함체의 평형상태와 관련된 극한강도 한

계상태 만을 고려하며, 플로팅함체에 발생하는 heave, roll의 

값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파괴라고 규정하며,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플로팅함체의 허용 동요량(heave, roll)을 나타

내는 확정적 값으로 현재 국내 관련 설계시방서에는 명시적으

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계류선박의 허

용 최대 동요량에서 일반 화물선 값을 적용하였다. 는 각 

표본추출점에 대하여 ANSYS AQWA의 확정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플로팅함체의 동요량 값이다.



4.3 확률변수의 통계특성치 결정

플로팅함체에 작용하는 매개변수들이 가지는 변동성에 따른 물

리적 거동특성들이 관련 변수의 통계적 특성인 평균, 분산 및 확

률분포형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률분포함수의 

거동을 지배하는 통계특성치 결정과정에 내포되는 불확실성을 통

계적 불확실성(statistical uncertainty)라고 한다.

초기 신뢰성해서 결과에서 확인된 확률변수들의 민감도지수와  

문헌(해양수산부, 2003; Kuschel, N. and Rackwitz, R. (2000))을 

참고하여 플로팅함체의 동요 안전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4개의 

확률변수를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또한 각 확률변수의 통

계특성치는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Nikolaidis & Kaplan, 1991;

Melchers, 2001; Huh & Haldar, 2001; Oumeraci et al., 2001; 長

尾 et al., 2001; 허정원, 2003; 해양수산부, 2003; 해양연구원 2003)

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Table 2. Random variables and statistical model considered in

this study

분류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분포형태

재료

특성

  23.52 0.98 0.02 Normal

  29755 1 0.06 Lor-Normal

파랑

하중

  7.41 7.41 0.067
Gumbel or

Webull

  5.97 5.78 0.188 Lor-Normal

여기서  = 콘크리트 단위중량(,  = 콘크리트

단위중량(MPa),  = 파고(m),  = 주기(sec)

자료출처 : 차세대 항만 설계기술 개발, (2003)

4.4 신뢰성해석 결과 및 분석

전술된 응답면기법에 기초한 확률 유한요소법 및 4개의 확

률변수를 적용하여 플로팅함체의 동요 한계상태에 대한 신뢰

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신뢰성해석에서는 제안된 모델 ①(교차

항을 배제한 2차 다항식과 Saturated Design)과 모델 ②(완전 2

차 다항식과 Central Composite Design)를 적용하였다. 지면제

약으로 본 논문에서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구두발표시

상세한 신뢰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논의할

것 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응답면기법과 지능적으로 결합한 추계유한요

소법과 상용 유한요소법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신뢰성해석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안구조물인 플로팅 함체의 신뢰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적용된 신뢰성기법은 플로팅함체와 같은 복잡한 실

제 구조물의 사실적인 동요와 다양한 설계변수들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고려하여 극한강도 한계상태에 대한 신뢰성지수 및 대응 

파괴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플로팅함체의 위험도에 대한 정

량적 수치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구조물 성능설계의 구현에 

유용한 자료인 중요 설계변수들의 민감도지수 및 설계검증점 등

의 획득이 가능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구조신뢰성해석 기법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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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유역에서 해수침투와 담수화의 수치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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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nlinear wave–current interaction directly using LES-WASS-3D. The
fully-nonlinear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 LES-WASS-3D is upgraded with the addition of salinity and temperature
advection-diffusion equation.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conduc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wave in the estuary area with currents
from riv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wave influence of salt water wedge and fresh water diffusion is
discussed.

1. 서    론

하구는 담수와 염수가 동시에 유입되어 기수역을 이루는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 하구의 물리적인 특성은 강우량과 파랑, 흐름, 

조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강우량에 많

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계절적 특성으로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

은 강 상류로부터 대량의 담수유입으로 인하여 염분농도가 낮아

지는 반면 갈수기인 겨울은 현저히 저하된 강우량으로 인해 담

수유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유량 변화로 인한 해수침투와 담수화가 하구유역이라

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댐 · 하구둑 건설 등으로 인

해 균형이 무너진다면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나라의 5대 강 중 하나인섬진강은산업단지건설과

주변 도시의 발전으로 용수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유역에 다수의 댐을 새롭게 건설하였다. 그 결과, 

하구로 유입되는 유량이 크게 감소하여 상류 측으로 해수의 유

입거리가 상당히 길어져 담수의 해수침입현상이 상당부분 진행

되고 있다. 반대로 홍수기인 여름철이나 댐 방류시와 같은 유량

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염수의 담수화도 큰 문제점이

될 것이다.

허동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055-641-3150   dshur@gnu.ac.kr

하구유역에서 해수의 침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수치모델을 이

용한 연구로서 단면 2차원 모델(Kikukawa et al,. 1997)과 σ-좌표

계를 이용하는 단면 2차원 모델(이종욱 등, 2001; 이승오 등, 

2007), σ-좌표계를 이용하는 3차원 모델(정성택 등, 2009)을 이

용하고 있다. 또한 실제지형을 수치모델에 적용하여 섬진강하구

(김종규 등, 2008; 정만과 전일권, 2009; 정성택 등, 2009), 낙동

강하구(한종수 등, 2011), 금강하구(정종률, 1983; 강주환, 1991, 

이종욱 등, 2001, 이승오 등, 2007) 등에 대하여 검토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흐름과 

조석의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하구에서 담수화 및 해수침

입 특성 검토에 중요한 연향인자인 입사파랑의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흐름의 비선형 간섭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강비선형의 3차원 수치모델 LES-WASS-3D(허동수와 이

우동, 2007)를 토대로 염분 및 온도에 관한 이류-확산 방정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하구유역에서 파랑을 고려한 수치모의를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해수침투와 담수화에 관한 파랑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2. 수치모델

2.1 기초방정식(LES-WASS-3D)

본 연구에서는 파랑과 흐름의 상호 간섭에 의한 하천의 해수

침투와 해수의 담수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파 · 흐름의 상호작용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3차원 수치해석기법 LES-WASS-3D(허

동수와 이우동, 2007)를 이용하였다. LES-WASS-3D는 강비선형

3차원 수치해석기법으로 조파소스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과

투과성구조물 내부의 유체저항으로 관성저항(Sakakiyama and

kajima, 1992), 난류저항(Ergun, 1952; van Gent, 1995) 및 층류저

항(van Gent, 1995; Liu and Masliyah, 1999)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정된 Navier-Stokes운동방정식그리고 자유수면을모의하기위

한 VOF함수의 이류방정식으로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산격자의

크기보다 작은 난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magorinsky(1963)의

Sub-Grid Scale model을 적용하고있으며, 염분 · 온도의 이류-확

산방정식 (1)-(2)와 염분 및 온도에 따른 유체의 밀도와 동점성

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식 (3)-(4)를 이용하였다. Fig. 1은 수치

모델의 계산흐름을 나타내며, 염분과 온도에 따른 비선형 파동

장해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2)

    (3)

    (4)

Fig. 1 Flowchart of the numerical model

2.2 수치파동수조 및 계산조건 

본 연구에서는 하구유역에서 파와 흐름의 상호 간섭에 의한 

하천의 해수침투와 해수의 담수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Fig.

2, 3과 같이 해수침투와 담수화 3차원 수치수조를 각각 구성하

였다. Fig. 2는 하천의 해수침투를 논의하기 위한 수조이며 Fig.

3은 해수의 담수화를 계산하기 위한 수조이다. 무반사조파를 위

해 계산영역 양 끝에는 부가감쇠영역을 두었으며 파를 발생시키

기 위한 조파소스와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흐름소스를 설치하

였다. 하구유역의 형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해석영역에는 불투과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바다 측에는 염수, 하천측에는 담수를 

두었다. 또한 입사파랑조건은 Table 1, 2에 나타내었으며, Table

1은 하천으로의 해수침투모델 입사파랑조건, Table 2는 해수의 

담수화 해석에 이용된 입사파랑조건이다.

Fig. 2 Numerical wave tank for salt water wedge

Table 1 Test condition for salt water wedge

case

wave Current

Hi
(cm)

Ti
(sec)

Uc
(cm/sec)

Salinity
(psi)

1 5 1.8 5 35

2 5 1.3 5 35

3 5 1.8 5 35

4 5 1.8 10 35

Fig. 3 Numerical wave tank for fresh water diffusion

Table 2 Test condition for fresh water diffusion

case

wave Current

Hi
(cm)

Ti
(sec)

Uc
(cm/sec)

salinity
(psi)

1 5 1.8 15 35

2 5 1.3 15 35

3 5 1.8 15 35

4 5 1.8 20 35



3. 수치해석결과

3.1 하천의 해수침투 해석결과

Fig. 4 Comparison between averaged-salinity concentration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ncident wave period

for test of salt wedge

Fig. 4는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흐름 Vc=5cm/s, 조파소스

로부터의 입사파고 Hi=5cm인 경우 주기(Ti)의 변화에 따른

수조 중앙 단면(y/Li=0)의 염분농도를 수심방향으로 평균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염분 농도는 계산을 시작 한 뒤 

50s가 흐른 뒤의 평균염분농도이다. Fig. 4로부터 주기가 길어

질수록 하천의 상류방향으로 해수의 침투거리가 길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기가 길수록 하천으로 

유입되는 파랑 에너지가 하천의 흐름영향을 작게 받기 때문에 

해수의 침투거리가 길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Comparison between averaged-salinity concentration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current speed from

river for test of salt wedge

Fig. 5는 입사파고 Hi=5cm, Ti=1.8s인 경우 하천으로부터 유

입되는 유속(Vc)의 변화에 따른 수조 중앙 단면(y/Li=0)의 염분

농도를 수심방향으로 평균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염

분 농도는 계산을 시작 한 뒤 50s가 흐른 뒤의 평균염분농도이

다. Fig. 5로부터 하천의 흐름이 약할수록 하천의 상류로 해수

의 침투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은 흐름이 약할수록 염분의 확산이 크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2 해수의 담수화 해석결과

(a) Hi=5cm, Ti=1.8sec Vc=15cm/sec

(b) Hi=5cm, Ti=1.8sec Vc=20cm/sec

Fig. 6 Comparison between averaged-salinity concentration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current speed from river

for test of fresh water diffusion

Fig. 6은 입사파고 Hi=5cm, Ti=1.8s인 경우 하천으로부터 유

입되는 흐름(Vc)의 변화에 따른 염분농도를 수심방향으로 평균

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a)와 (b)는 각각 흐름이 15cm/s,

20cm/s의 경우를 나타낸다. 앞서 하천으로의 해수침투 해석과

는 달리 해수의 담수화에서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면 

염분 농도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염분 농도는 

계산을 시작한 뒤 50s가 흐른 뒤의 평균염분농도이며 붉은색

으로 갈수록 염분 농도가 짙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염분 농도

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Fig. 6으로부터 하천의 흐름이 강할수

록 하구에서 외해방향으로 해수의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입사파랑이 하구 측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하천에서의 흐름이 강할수록 해수 측

으로의 담수 확산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수의 염분 농도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흐름 Vc=15cm/s, 조파소스로부

터 입사파고 Hi=5cm인 경우 주기(Ti)의 변화에 따른 수치 시뮬

레이션도 실시하였으나 담수 확산 거리와 염분농도에서 미세

한 차이가 있었지만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될 만큼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본 해석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추후에 있을 학술대

회에서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구유역에서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 하에서 하

천으로의 해수침투와 해수의 담수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강

비선형 3차원 수치해석기법인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을 토대로 염분과 온도에 관한 이류-확산 방정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수치시물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치모델의 계

산결과로부터 하천의 흐름이 약할수록, 입사파의 주기가 커질수

록 하천의 상류측으로 해수침투 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하천의 흐름 유속이 클수록 하구에서 외해측으



로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며 담수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관계상 본 발표논문에서는 하구유역의 평균염분농

도에 대해서만 논의하며, 학술대회에서 해수침투와 담수화의 수

치해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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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고를 고려한 구조물 형상에 따른 월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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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 of the design criterion are not only formulated by an internal study, concerning the design of maritime structures, but also
by the guarantee that internal design technology is essential, at least according to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Furthermore, the basic
data, which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more stable design of breakwater structures, should be ensured, according to current research
and analysis of damage created by water waves.
According to the necessity to solve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ocean structures, until now, it is recognized that

the hydraulic experiments are important. This paper describes a major programme of hydraulic model tests to establish better the influence of
shape of structure on overtopping. Specifically, tests determined the relative difference in overtopping behaviour for 4 types of structure. It is
better to use flare-type structure than to use other type structures, concerning overtopping.

1. 서    론

폭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이상고조시 해안으로 내습하는 고 

파랑은 해안의 호안이나 제방을 월류하여 제체내로 유하됨으로

써 배후지내의 인명이나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Fig. 1) 

최근 몇 년간의 태풍 내습 시 해일에 의한 피해가 비슷하게 되

풀이 되고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태풍해일 내습 시 어떤 상황으

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윤구(2005)는 태풍 내습 시 해일 및 고파랑이 호안이나 안

벽을 월류(혹은 월파)할 때 발생하는 수위증가에 대하여 만내에 

위치하여 파랑의 영향이 작은 호안(안벽)의 경우와 파랑이 호안

(안벽)에 직접 작용하는 개방형 해역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연안역의 모든 구조물은 월류/월파

를 어느 정도 허용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계외력 이상

의 해일 및 파랑 내습 시에는 상당한 침수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수위상승을 동반한 고파랑인 폭풍해일

고의 추정(허동수 등 , 2006(a); 허동수 등, 2006(b))을 통하여 호

안의 마루높이를 설계하게 된다면 그 호안구조물은 거대해지고 

비경제적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안구조

물의 월파량 예측에 대한 많은 수리모형 실험이 수행되었다(손

병규 등, 2005). 이로부터 얻어진 경험식을 호안설계시의 월파량 

산정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Goda and Kishira(1976)는 완경사

호안의 월파량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을 수행하여 다양한 조건에 

대한 월파량 도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Van der Meer et al.(2009)

은 피복제 형상에 따른 사석경사제에서의 월파성능을 수리모형

실험을 수행하여 피복제 형상에 따른 월파량을 비교하여 제시하

였다.

Fig. 1 Overtopping damage in reve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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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안의 전면에 설치되는 다양한 소파제 형상이 월파

량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호안에 설치되는 구조물 형

상이 월파량에 미치는 영향도 시급히 검토되어야할 논의 대상이

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설계파 조건

을 태풍 내습 시 해일고를 고려하여 변화시켜 소파호안의 구조

물 형상에 따른 2차원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한 후 대상 구조물 

형상이 월파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수리모형실험

2.1 실험장치  

  단면 수리모형실험은 Fig.2에 도시한 것과 같이 부경대학교 

해양수리실험소에 위치한 폭 1.0m, 높이 1.0m 그리고 길이 

35.0m인 2차원 조파수로에서 수행되었다. 단면수로에는 전기서

보피스톤식 조파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칙파 및 불규칙파를 

조파할 수 있다. 수로 내에서 구조물설치로 인한 반사파와 조

파판에서 발생하는 재반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단면

수로는 수로 폭 1.0m를 폭 0.5m의 2구간으로 분할하였다. 분

할된 수로에서 단면모형은 전면 폭 0.5m의 수로에 설치하여 

제반 자료를 취득하고, 후면 폭 0.5m의 수로에서는 입사파의 

설정 및 보정을 수행한다. 또한, 조파판 전면에 용량식 파고계

가 부착되어 있어 파고계에서 독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파 

흡수식 제어가 가능하고, 수로 양쪽 끝 부분에는 여러 겹의 다

공성 구조로 형성된 소파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본 실험 시 수조벽면은 유공블럭과 다공질 소파제로 피복하

여 반사파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조파기 후면에는 스테인리

스 재질의 소파시설을 배치하여 반사파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반사파가 조파판에서 재반사 되는 것을 최

소화하기 위해 소파제 및 쇄석을 설치하여 재반사를 최소화 

하였다.

Fig. 2 Experimental setup

2.2 실험방법 및 조건

본 실험은 해일고를 고려한 조건에서의 구조물 형상에 따른 

월파량을 계측하기 위해 파랑 작용시 발생하는 월파량을 계측

하는 장비로서 진공식 월파량 취수장치를 도입하여 월파량 측

정의 정도와 효율을 증가시켰다. 구조물 배후 조파수조 내에 

폭 70cm의 사각형모양의 강철제로 된 월파량 모음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배수관을 통해 수조 바깥쪽으로 배출하도록 실험 후 

즉시 월류량을 계측하였다. 그리고 배출된 유량은 계측 후 즉

시 수조내로 재공급함으로서 수위저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파랑조건과 조위조건은 Table 1과 같

다. 

  조위에 따른 월파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삭망평균고조위

(H.W.L)와 해일고를 고려한 조건인 실험조위에 대해서 케이슨

식과 사석경사제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석경사제

의 상치형상에 따른 월파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Dimple로 피복

된 사석경사제에 직립형, 계단형, Flare형을 설치하여 각각의 

구조물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Wave
condition

Tide level
Significant wave

height
[cm]

Significant
wave period

[sec]

Storm surge :
DL(+) 3.15m

3

17.13

4

5

H.W.L :
DL(+) 2.05m

3

4

5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조위에 따른 월파성능 검토

무공케이슨과 Dimple로 피복된 사석경사제에서 파고 및 수

위별로 월파량을 계측하여 무차원 월파량  과 상대천

단고(Rc/Hm0)의 관계를 Fig.3에 도시하였다. 그리고 각 값들을  

Franco(1999)가 제안한 월파량 산정식을 고려하여 지수함수식

으로 추세선을 그려 나타내었다.(Table 2)

Fig. 3 Measured non-dimensional overtopping rates for the tide

level.

   Fig. 3에 도시한 조위별 실험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대



천단고가 증가하면서 월파량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삭망평균고

조위(H.W.L)에서는 케이슨제는 0.0002 ~ 0.0013의 월파량을 보

이고 사석경사제는 0.0001 ~ 0.001의 월파량을 나타내며 0.0001 

~ 0.0003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해일고를 고려한 실

험조위에서 사석경사제는 0.0002 ~ 0.0015의 월파량을 나타냈

고 케이슨제는 0.0003 ~ 0.0015까지의 월파량을 나타내며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석경사제는 상대천단고 2.5지점

을 변곡점으로 하여 케이슨제와 비슷한 월파량을 나타내었다.

Table 2 Trend line coefficient

Structure Tide level
y = αeβx

α β

Caisson
type

Storm surge
: DL(+)
3.15m

0.0139 -1.355

H.W.L :
DL(+)
2.05m

0.0139 -1.43

Slope type

Storm surge
: DL(+)
3.15m

0.0124 -1.394

H.W.L :
DL(+)
2.05m

0.0108 -1.601

  (a) Caisson type

  

(b) Slope type

Figs. 4 Experiment snapshot

   Figs. 4의 실험사진을 보면 삭망평균고조위(H.W.L)에서 해일

고 고려한 조건인 실험조위로 조위가 높아지게 되면 월파현상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석경사제에서 파랑이 

경사면을 타고 넘어오다 상치구조물 전면부에서 파랑의 쳐오

름 현상을 보이며 월파하는 케이슨제와 같은 직립제에서 나타

는 월파현상과 비슷한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위가 삭망평균고조위(H.W.L)에서 해일고 고

려한 조건인 실험조위로 높아지면서 조위가 사석경사제의 어

깨 부분보다 높아져 파랑이 경사면을 따라 넘어가는 경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케이슨식과 같은 쳐오름에 인한 

월파현상을 나타내는 직립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3.2 구조물형상에 따른 월파성능 검토

  실험조위에서 나타난 사석경사제의 월파특성에 보고 월파량

을 저감시킬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Dimple로 피복된 사

석경사제에서 단순형, 계단형, Flare형 각각의 상치구조물에 대

해 월파량을 계측하여 무차원 월파량  과 상대천단고

(Rc/Hm0)의 관계를 Fig.5에 도시하였다.

 

Fig. 5 Measured non-dimensional overtopping rates for the

Shape of structure

  계단형은 상대천단고에 따라 0.0004 ~ 0.0019까지의 월파량

을 나타내었고, 단순형은 상대천단고에 따라 0.0002 ~ 0.0015까

지의 월파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Flare형은 상대천단고에 따

라 0.0001 ~ 0.0008까지의 월파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값은  Figs. 6의 계단형과 Flare형의 실험사진에

서 나타난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파량을 저감시킬 목

적으로 설치한 계단형은 상치 전면부가 상치 후면부 보다 낮

아 입사파랑을 전면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시키기 

때문에 단순형보다 월파량이 0.0002 ~ 0.0014정도 크게 나타났

다. Flare형은 입사파랑이 구조물 면을 타고 돌아나가는 현상

을 보이며 단순형보다 0.0001 ~ 0.0007 정도의 월파량 저감효

과가 나타냈다.



   

(a) Step type

   

(a) Flare type

Figs. 6 Experiment snapsho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월파특성과 구조물

의 형상에 따른 월파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위와 구조물 형상

을 변화시켜 2차원 평면수리 모형실험을 통하여 구조물형상에 

따른 월파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1) 전체적으로 상대천단고가 증가하면서 월파량이 감소하였

고 삭망평균고조위(H.W.L)에서는 케이슨제와 사석경사제의 월

파량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 해일고를 고려한 실험조위에서 사

석경사제는 상대천단고 2.5지점을 변곡점으로 하여 케이슨제와 

비슷한 월파량을 나타내었다.

(2) 계단형은 상대천단고에 따라 0.0004 ~ 0.0019까지의 월파

량을 나타내었고, 단순형은 상대천단고에 따라 0.0002 ~ 0.0015

까지의 월파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Flare형은 상대천단고에 

따라 0.0001 ~ 0.0008까지의 월파량을 나타내었다. 월파량을 저

감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계단형은 상치 전면부가 상치 후면부보

다 낮아 입사파랑을 전면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시키

기 때문에 단순형보다 오히려 월파량이 0.0002 ~ 0.0014정도 크

게 나타났고, Flare형은 입사파랑이 구조물 면을 타고 돌아나가

는 현상 때문에 0.0001  ~0.0007정도의 월파량 저감효과가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해일고를 고려했을때의 구조물형상에 따

른 호안의 월파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용된 구조물 케이

스가 적었으며, 단순히 월파량에 대한 실험만 하였기 때문에 향

후 다양한 형상과 각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도 고려한 연구가 필

요하다 생각된다.  

후    기

본 논문은 BK21 사업팀 “해안항만 기반시스템 전문인력 양

성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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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 this study we try to identify the residual current characteristics of Seomjin River discharges to consider their physical
properties using seasonal field observation during spring tide and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ing with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A EFDC and observed data was used to predict the seasonal residual current behavior of Seomjin River discharges.
The tidal elevation boundary conditions of the four main tidal harmonic(M2, S2, K1, O1) constituents on the open boundary and river
discharges at the river boundary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open boundary conditions are evaluated from the observation data of
tide and tidal current near the open boundary. The seasonal residual current show well the three-dimensional tidal current and thermal
effluents effect to the seasonal variation of river discharges.

1. 서    론 

본 연구의 대상해역인 섬진강 하구역은 남해안 중부에 위치

해 있으며, 남해안에서 두 번째로 큰 섬진강, 광양만, 여수해만 

및 노량해협을 통해 진주만과 접해 있다. 유역면적이 4,897㎢

인 섬진강에서 년간 약 20~6,000㎥/s의 담수가 배출되고, 동광

양시, 광양군, 하동군, 남해군 등의 도시에서 생활하수 및 하동

화력발전소, K-POWER 복합화력발전소 등과 같은 산업시설에

서 온배수가 유입되고 있다. 연구 대상해역인 섬진강 하구역은 

하천유출수와 발전소 온배수가 유입되는 곳으로 수심이 얕고 

지형이 복잡해 해수유동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해수

유동의 주요원인은 조석․조류현상이나, 계절적으로는 하천유

량에 의한 흐름이 하구역의 흐름을 좌우한다. 따라서, 섬진강 

하구역에서 조석 및 조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섬진강 하

천유출수와 발전소 온배수의 따른 계절별 시공간 해수유동 특

성을 검토하고 물질순환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잔차류 변화

를 파악하였다. 섬진강 하구역 및 인접한 광양만에서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지원 등(1974)은 광양만의 물리적 해황을 

교신저자 김종규: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061-659-7155 kimjk@chonnam.ac.kr

현장관측을 통해 연구하였고, 한영호(1975)는 광양만의 수온과 

염분의 년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윤갑동(1976)은 광양만

의 해수유동에 관하여 해저 지형 조사, 정점관측 및 표류병실

험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권기영 등(2002)은 섬진강 하구역에서 

담수와 해수가 처음 만나는 초저염분해역까지 염분의 경사에 

따른 입자성 유기물질의 시․공간적 변화양상과 입자성 유기

물질 상호관계를 조사하여 부유입자물질 및 엽록소 α와 입자

성 유기물질 공급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임동일 등(2003)은 

한국 남해 연안역에서 여름 홍수기에 형성된 연안 염하구 환

경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연구를 통해 여름철 홍수기에는 섬진

강 하구에서 약 30km 떨어진 돌산도 해역까지 광활한 연안역 

염하구 환경(염분 20psu 미만)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김석윤 

등(2004)은 광양만을 통해 공급 및 유출되는 부유퇴적물의 이

동률과 순이동량을 일차적으로 추정하고, 부유퇴적물의 이동과 

표층퇴적물의 입도사이의 상호관계를 유추 해석함으로써 광양

만 퇴적물의 수지균형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였다. 김

종규 등(2006)은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섬진강 하천유출수의 거

동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하계현장관측과 3차원 해수유동모델

(POM)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재철 등(2006)은 노량수도와 

그 서쪽 해역에서 관측한 유속자료를 분석하여 광양만 북동부

의 순환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재철 등(2007)은 광양만 중심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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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ADCP가 설치된 모니터링 부표를 이용하여 광양만 해

류의 연직구조와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모델(EFDC)을 이용하여 조류, 하

천유출수 및 온배수에 의한 섬진강 하구역의 시공간적 잔차류 

변동을 파악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현장관측자료

섬진강 하구역 잔차류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섬진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광양만 및 여수해만에서 계절

별 조석, 조류관측을 실시하였다(Table 1). 관측기간 동안의 섬

진강 일별 유량은 건설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송정수위측정

소의 자료를 참고하였고(Fig. 2), 기상자료는 광주기상청 여수

기상대 및 남해기상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관측자료중 장비 유실 및 이상자료를 제외한 관측자료로부

터 계절별 해수유동 특성을 파악하였고 분석된 자료는 수치모

형실험의 검증자료로 활용하였다.

Fig. 1 Study Area.

2.2 수치모델

2.2.1 수치모델 개요

본 연구에 사용된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모델은 연안, 하구, 호소, 습지 및 저수지 등의 유동 및 

물질수송을 모의하는 3차원 수치모델로서 미국 VIMS

(Virginia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개발되었으며, 미국 

환경청(EPA)의 공인 모델로 지정되어 있다. 수평적으로 직교 

Fig. 2 Seomjin River discharge data(2011).

Date TIde
Tidal

Current

2011.01.13 ~ 02.16 Winter 5 4

2011.04.16 ~ 05.18 Spring 5 3

2011.07.22 ~ 08.22 Summer 3 2

2011.10.07 ~ 11.08 Autumn 2 5

Table 1 Observed date

혹은 곡 면(Cartesian or curvilinear) 좌표계를 사용하며 

Arakawa C-grid로 구성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는 σ-좌표계를 사

용한다. 그리고 Galperin et al.(1998)에 의해 수정된 

Mellor-Yamada level 2.5 난류모델(Mellor and Yamada(1982))

을 사용하여 수직혼합을 계산한다. 질량보존방법을 이용하여 

조간대 처리가 가능하고 와동점성계수는 Smagorinsky(1963)의 

식을 이용하여 매시간 계산한다. 시공간적으로 second order의 

높은 정확성을 얻기 위하여 수치적 확산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multi-dimensional positive definite advection transport

algorithm(Smolarkiewicz and Clark, 1986)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와 외부모드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모드분리

법을 적용하여 계산시간을 단축하고 3차원 부영양화모델

(HEM-3D)와 연계도 가능하다.



2.2.2 수치계산 개요

수치계산의 대상영역은 섬진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광양만 

및 여수해만, 사천만 일대 해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격자

는 직교가변격자로 최소격자 50x50과 최대격자 200x200, 유효 

계산격자는 83,510개의 444x509(49.8kmx52.6km) 격자망으로 섬

진강 하구역에서 격자 간격이 작고 점점 그 크기가 커지도록 

구성하였다(Fig. 3). 연직방향으로는 Δσ가 0.2인 5개의 등간격 

층으로 구성하였는데, σ좌표계의 특성상 수심에 따라 5개의 층

이 항상 존재함으로써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일정한 수직 해

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계산간격 Δt는 2초로 CFL 안정조건에 

만족한다. 표면경계조건으로 바람과 기온 및 해면기압은 여수

기상대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델에 부여하였다.

수치계산은 개방경계에서의 조위 조건과 섬진강, 수어천 및 

가화천의 하천 유량과 하동화력발전소 일별 온배수 유출량을 

고려하여 계절별 관측 자료와 비교 검증하였다.

Fig. 3 Computational grid system and model verification

points.

3. 결과 및 고찰

3.1 조위 및 조류 검증결과

Fig. 4는 계절별(춘계) 관측 자료와 수치계산 조위를 비교

하여 나타낸 그림으로, 각 정점들에서 지점별로 약간의 오차

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위의 패턴은 잘 일치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계절별(춘계) 조류 모델결과와 

연속조류 관측치 시계열을 비교한 것이며, 이 시계열은 주요 

4개 분조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서 모델이 대상해역의 

조류를 잘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위 및 조류 검증은 

계절별로 유의한 자료를 검증하였으며, 제시된 자료는 일부 

정점의 검증 결과이다.

모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섬진강 하구역의 3차원 해수유동 

수치계산 결과의 유속벡터도를 도시하여 각각 대조기 최강 창

조류시와 최강 낙조류시의 유동패턴을 파악하였다(Fig. 6). 수

치계산으로 재현된 유동패턴은 창조류시 여수해만을 북진하는 

조류의 대부분은 광양만 및 섬진강 하구까지 진입하며, 일부는 

대도수도를 통과하고 노량수도를 지난다. 그리고 낙조류시는 

대체적으로 창조류시와 반대방향의 흐름양상을 보이는 일반적

인 조류패턴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 Comparisons between computed and observed tide.

Fig. 5 Comparisons between observed and computed

tidal current.

Fig. 6 Vector diagram during spring tide. 

3.2 잔차류 변화

상기의 검증된 수치계산 결과를 토대로 해양관측 시기의 섬

진강 하천유출량과 온배수를 고려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고,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계절별 잔차류 분포를 파악하였다(Fig.

7). 섬진강 하구역의 복잡한 지형 및 주변 산업단지와 하천에

서 유입되는 유입량에 따라 국지성 와류 발생 등으로 복잡한 

흐름양상을 보였으며, 노량수도 서측의 대도를 기준으로 북측

해역으로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남측해역에서 시계

방향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포스코 동측 해역에서는 하계를 제

외한 3계절은 5 cm/s 이하의 흐름으로 남향하는 흐름을 나타

내며, 하계의 경우 섬진강 담수 유입으로 인하여 다른 계절에 



Fig. 7 Vector diagram of tidal residual Current.

비해 최대 7 cm/s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잔차

류 흐름은 여수해만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섬진강 하구역 잔차류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현장관측과 3차원 수치모델(EFDC)을 이용하여 조류, 하

천유출수 및 온배수에 의한 계절별 변동을 파악하였다.

하천유출량의 영향이 큰 하계에는 다른 계절의 비해 섬진강 

하구와 포스코 동측 해역에서 최대 7 cm/s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이러한 흐름은 여수해만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섬진강 하구역 잔차류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섬

진강 유출량의 계절적 변동, 해수유동구조 및 온배수 등에 의

해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섬진강 하구역 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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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수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내압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수압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고압챔버 시험설비
가 내압시험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 운용중인 고압챔버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수행된 수압시험들 중 
결함이 발생된 시험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결함 발생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점검 기준표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
다. 점검 기준표를 수압시험에 활용함으로서 결함 발생 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수압시험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1. 서    론

수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내압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서 일반적으로 고압챔버 시험설비가 사용된다.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는 2010년에 수심 6,000m의 수압(600bar)을 재현할 

수 있는 고압챔버 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운용 중에 있다.

연구원에서는 시험설비 구축 후 수중부이, 수중카메라, 자율 

무인잠수정 및 기타 수중 장비에 사용되는 다양한 내압용기 등

에 대한 수압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그동안 수행된 수압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실패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재

료 자체의 결함이나, 설계 또는 인적요인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고압챔버 시험설비를 활용한 수압시험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시험체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패를 최

대한 줄이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개발기간 연장을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수압시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

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약 1년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600bar급 고압챔버 시험설비를 활용한 수압시험 사례를 바

탕으로, 수압시험 실패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실패요인을 도

출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고압챔버 시험설비 개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구축한 고압챔버 시험설비는 내경 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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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부 깊이 2,108mm의 수직형 원통 구조를 갖으며, 상하 덮개

로 탱크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상하 덮개는 요크 플러

그(yoke plug) 형태의 강재 프레임으로 지지되며, 하부 덮개에

는 탱크 내부와 연결된 관통구가 있어 여러 종류의 커넥터를 통

해 신호와 동력을 주고 받는다.

시험설비는 가압/감압 기능과 탱크내부 관측기능, 시편의 구

조적 변형 계측기능과 전기·광학적 통신 및 전기적 동력 공급기

능을 보유하고 있다. 고압챔버 시험설비의 주요사양은 Table 1

과 같다(최혁진, 2008년).

3. 수압시험 실패 사례 분석

수압시험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2

년 2월까지 고압챔버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수행한 수압시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기간내에 수행한 수압시험에서 약 37%

의 실패율을 나타내었으며, 주요 결함요인은 Table 2와 같다.

Table.1 Specifications of KORDI's Hyperbaric Chamber

Specification

Vessel Configuration Double-Ended Monobloc
Vessel, Plate Yoke Assy.

Operation Pressure 600bar(8,703psi)

Design Pressure 660bar(9,573psi)

Inside Diameter 800mm

Inside Length 2,108mm

Medium Fresh water

Pressurization Speed 1∼100bar/min

Fill & Drain Pump 95Liter/min(25gallon/min)

Reservoir Tank 500 gallons

Code Design ASME Section Ⅷ, DIV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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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사례를 형태로 분류하면 Fig. 4와 같이 누수가 53%로 가

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좌굴이 32%, 파괴가 16%로 나타나고 

있다. 실패형태의 주요 사례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누수의 주된 원인은 설계 오류와 인적요인이었으며, 설계 오

류가 인적요인보다 약 20% 많이 발생하였다. 좌굴의 경우에는 

설계 오류와 소재 불량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두 원인이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였다. 파괴는 설계 오류와 용접 결함이 주된 원인

이었으며, 용접 결함이 설계 오류보다 약 30% 많이 발생하였다.

실패 사례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Fig. 5와 같이 설계 오류가 

5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 결함이 26%, 인적요인

이 21%로 나타나고 있다.

설계 오류와 소재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은 시험체 자체

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적요인에 의한 실패는 시험 전에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적요인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

이 파악되었다.

- 볼트 체결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부품을 혼동하여 잘못된 부품을 조립하는 경우

- 오링(O-ring)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오링(O-ring) 선택이 잘못 된 경우

- 오링(O-ring)에 윤활제를 바르지 않은 경우

- 설계상 물이 유입되는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사례들을 볼 때, 시험 전에 세심

한 점검을 수행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전에 시험체에 적합한 Check

List를 작성하여 활용 한다면 인적요인에 의한 수압시험 실패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2 Principal failure case

Failure type Test object Pressure Failure cause

Breakage Buoy 40 bar Design error

Breakage Housing 600 bar Material fault

Leakage Buoy 30 bar Design error

Leakage AUV 20 bar Human factor

Leakage Housing 600 bar Human factor

Buckling Pipe 10 bar Design error

Buckling Camera 50 bar Design error

Buckling Housing 300 bar Material fault

Fig. 1 Leakage case Fig. 2 Buckling case

Fig. 3 Breakage case

Fig. 4 Classification based on failure type

Fig. 5 Classification based on failure caus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압챔버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2011년 1월부터 약 1년간 수행한 수압시험 

중 약 37%에 해당하는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실패 형태와 실패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실패 형태는 누수가 5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좌굴이 

32%, 파괴가 16%이였으며, 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설계 오류

가 5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 결함이 26%, 인적요

인이 21%로 나타났다.

실패요인 중에서 인적요인을 비교적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체 특성에 적합한 Check List를 작성하여 시험전

에 상세히 점검한 후 시험을 한다면 인적요인에 의한 실패율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해양연구원 주요연구사업으로 수행중인 “해양 
극한환경 극복 기술 개발(심해 내압구조물의 내압성능 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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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represent a reconstruction schemes of radar image that uses only X-band radar images. 
The problem of getting ocean surface is extremely important for application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field. Existing 
study is based on the use of finite different scheme whose radar images are a priori known. Our study show theoretically background 
and with its FDM algorithm, how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using simulated radar images. These algorithm were tested on various 
wave conditions which were considered to use the wave scatter diagram of DNV Classification Note 30.5. The results showed that FDM 
algorithm can be useful tool in reconstruction of wave field with X-band marine radar. 

1. 서    론 

해양에서의 파랑은 운항하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외력으로 

작용하여, 운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박과 해

양구조물을 포함하는 부유체의 운동해석은 동적 안정성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주파수 영

역에서의 스펙트럼 해석이 있으며, 파랑스펙트럼 (wave 

spectrum) 과 부유체의 응답 함수 (RAO : response amplitude 

operator) 의 연산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통계

적 기반에서 수행되어 실시간으로 부유체의 거동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시간 부유체의 거동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내용

은 해수면 계측이다. 해수면을 계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부이 (Buoy) 가 있다. 부이는 한 곳에 계류되어 고정된 지

점의 파랑 특성을 계측할 수 있다.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정

확하지만, 지점 계측 (point measurement) 의 한계와 유실의 위

험성이 있다. 둘째, 레이더는 운항하는 선박, 해양구조물 및 해

안가에 설치되어 주변 영역 (x-band 기준, ~3km 내외) 을 계측 

교신저자 권순홍: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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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접촉식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부족하지만, 저

비용으로 주변 영역을 계측할 수 있으며, 운항하는 선박 주변영

역의 파랑을 계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셋째, 인공위성은 

방대한 영역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지만, 실시간 계측이 어려

우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부유체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되어야할 내용으로, 수치적으로 계산된 시뮬레이션 레이더영상

을 이용하여 해수면을 복원하여 정확도를 살펴본다. 특히 레이

더 실계측 자료를 이용하기에 앞서 수치적인 검증을 수행함으로

써, 부유체의 거동 파악에 필요한 해수면 복원 계산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두 번째, 유한차분법 (FDM : Finte 

Difference Method) 을 활용한 해수면 복원 기법에 대하여 언급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레이더 영상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

하여 수치적으로 계산된 해수면을 레이더 영상으로 변환하는 내

용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소개한 다양

한 알고리즘과 DNV Classification Note 30.5 파랑 산포도를 활

용하여 확률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파고-파주기에 대한 다양한 

파랑 조건에 대해서 해수면 복원 기법의 수치계산 결과에 대해

서 언급하며 실제 레이더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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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수면 복원 기법 

X-band 레이더의 기본 목표는 야간·악천후와 같이 시계 

(visibility) 가 확보되지 않을 때, 충돌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된

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레이더 영상을 이용하여 파고/파주기

와 같은 파랑의 통계적인 값을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Young. I.R. et al., 1985, Ziemer. F. and Rosenthal. W., 1987),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X-band 레이더가 디지털화 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이더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A/D 컨버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얻으며 통상적으로 Radar Scan 

Convertor(RSC) 라고 불린다. 이러한 하드웨어를 통하여 얻는 

영상은 강도 (intensity) 에 의해 좌우되며, 성능에 따라 해상도

의 차이가 있다. 또한 coherent / incoherent, VV / HH / VH / 

HV – Polarization 방식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하드웨어

적 특성에 의해 해수면에 대한 레이더의 영상은 각기 다른 특징

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coherent 레이더에서 계측되는 신호

를 활용하여 해수면 복원 방법에 대해 찾아본다.

2.1 Wave Elevation and Velocity Potential 

Coherent X-band 레이더의 특징은 반지름 방향으로 해수면 

근처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wogu. O.G. and 

Lyzenga. D.R., 2010). 수치적으로 해수면을 생성하고, 반지름 방

향으로의 해수면 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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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선형중첩법 (linear superposition) 방법에 의해 계

산되며, 는 방향파스펙트럼 (Directional Wave Spectrum) 으

로 JONSWAP 스펙트럼과 Mitsuyasu-type spreading 함수를 이용

하여 계산되었다 (Goda. Y., 1999). 파랑의 조건은 Table 1과 같

이 DNV Classification Note 30.5 파랑 산포도 (wave scatter 

diagram)를 나타내며, 0.4% 이상의 빈도에 해당하는 파고-파주

기 조건을 계산에 이용하였다. 여기서 은 파랑의 주 방향을 

나타내며, 는 무작위 위상 (random phase)으로  ∼ 값의 

범위를 가진다. 는 식 (1)을 미분하여 얻어진 값으로, 입력되

는 변수는 동일하다. 

2.2 Finite Difference Method for Radar Image

 
min



                                 (3)

Table 1 DNV Classification Note 30.5 wave scatter diagram

Tz
3.5 4.5 5.5 6.5 7.5 8.5 9.510.511.512.513.514.515.516.517.5

Hs

1 311 2734 6402 7132 5071 2711 1202 470 169 57 19 6 2 1 0

2 20 764 4453 8841 9045 6020 3000 1225 435 140 42 12 3 1 0

3 0 57 902 3474 5549 4973 3004 1377 518 169 50 14 4 1 0

4 0 4 150 1007 2401 2881 2156 1154 485 171 53 15 4 1 0

5 0 0 25 258 859 1338 1230 776 372 146 49 15 4 1 0

6 0 0 4 63 277 540 597 440 240 105 39 13 4 1 0

7 0 0 1 15 84 198 258 219 136 66 27 10 3 1 0

8 0 0 0 4 25 69 103 99 69 37 17 6 2 1 0

9 0 0 0 1 7 23 39 42 32 19 9 4 1 1 0

10 0 0 0 0 2 7 14 16 14 9 5 2 1 0 0

11 0 0 0 0 1 2 5 6 6 4 2 1 1 0 0

12 0 0 0 0 0 1 2 2 2 2 1 1 0 0 0

13 0 0 0 0 0 0 1 1 1 1 0 0 0 0 0

14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반지름 방향의 속도 포텐셜은 식 (3)과 같이 얻을 수 있으며

min은 반지름 방향으로의 초기 시작점이다. 실제 레이더에서 

중심으로 부터 가까운 반경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수치 계산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식 

(3)에서 얻어진 속도 포텐셜 값은 식 (4)의 두번째와 같이 시간

에 대한 편미분 값과 같다. 하지만 실제 레이더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레이더 안테나에 의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레이더 영상 및 여러 신호가 계측된다. 따라서 일정 시간간격으

로 얻어지는 레이더영상과 속도포텐셜 값의 특징을 활용하여 아

래의 식 (4)의 마지막과 같이 계산된다.

  



 



 

             (4)

식 (4)의 마지막 식은 유한차분법으로 계산되며, 시간간격에 

따라 연속적으로 계산 되며, 는 지구중력 가속도이다. 식 (4)는 

선형화 된 식으로 기존의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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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은 직교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나타낸 식이며, 연쇄법

칙 (chain rule)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계산의 정확도 측면에서

는 위의 식의 모든 항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인 2차이상의 항은 무시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방법은 coherent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속도포텐셜

값이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incoherent 방식의 레이더에서

는 사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레이더 영상 시뮬레이션 

레이더 영상 시뮬레이션 기법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박준수 등, 2010). 특히 대표적인 두가

지 기법인 음영 효과 (shadowing effect) 와 경사 변조 (tilt 

modu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기법에 대한 내용과 결과는 

(박준수 등, 2010) 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적용 예는 Fig. 1

의 (a) 와 (b)와 같다. 특히 Fig. 1에서 중심으로부터 작은 검은 

원의 반경은 식 (3)의 min값과 같으며, 실제 레이더의 경우 영

상의 intensity 값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사용되

지 않는다. Fig. 2는 Fig. 1의 90° 방향으로의 결과를 보여준다. 

Fig. 2(a)는 음영 효과를 보여주며, 레이더의 전자기파가 해수면

까지 도달하여 반사된다면 1의 값을 가지며, 앞선 파고에 의해 

전자기파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Fig. 2(b)는 경

사 변조이며, -1 ∼ 1 의 범위를 가진다. 일종의 정규화된 벡터

의 내적과 같다. 최종적인 레이더 영상 시뮬레이션은 위의 두가

지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한다 (Fig. 3).

4. 해수면 복원 결과

본 단원에서는 식 (1)∼(6) 의 해수면 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복원된 해수면과 정확도를 살펴본다. 먼저 복원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가지 변수에 대해서 root-mean-squre 에러

를 계산한다. 계산되는 rms 에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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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rms 에러는 복원된 해수면과 수치적으로 계산된 해수면 값의 

차이를 이용한다. 

수치적으로 계산되는 해수면의 값은 식 (1)을 이용하며, Fig. 

4(a)과 같다. 또한 식 (2)를 이용하여 Fig. 4(b)와 같이 반지름 방

향으로의 속도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파랑의 

방향은 90°에서, Fig. 4(b)의 반지름 방향의 속도 영상에서는 는 

0°와 180°에서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a) shadowing effect          (b) tilt modulation

Fig. 1 Examples of shadowing effect and tilt modulation

   

      (a) shadowing effect          (b) tilt modulation

Fig. 2 Examples of shadowing effect and tilt modulation with 

      90。 radial direction

(a) 0°radial line

(b) 45°radial line

(c) 90°radial line

Fig. 3 Examples of shadowing effect and tilt modu

 

      (a) wave elevation           (b) radial velocity

Fig. 4 Numerical wave elevation and radial velocity maps

Fig. 5 Variation of rms error with radial resolution



Fig. 6 Variation of rms error with rotation period

(a) Wave elevation of 0°radial line

(b) Wave elevation of 45°radial line

(c) Wave elevation of 90°radial line

Fig. 7 Variation of rms error with rotation period

Fig. 5와 Fig. 6는 반지름 방향의 해상도 (1m∼15m) 와 시간 

간격 (0.2s∼3s) 에 대해서 식 (7)의 에러를 계산한다. 특히 0°, 

45°, 90°각각의 방향에 대해 계산을 수행해 보면, 90°방향의 

경우에 값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각도에 비해서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4(b)에서 잘 나타난다.

Fig. 7의 (a)∼(c) 역시 0°, 45°, 90°방향에 대해서 계산된 

결과이며, 파란색 실선은 수치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나타내고 

붉은색 점선은 복원된 해수면을 보여준다. 

Fig. 8 Example of variation of rms errer at Tz=11.5s w/ Hs

Fig. 9 Comparison of reconstructed wave with exactly numerical

      value at 90°

 

Fig.8 은 DNV CN.30.5 wave scatter diagram에서, Tz=11.5s 일 

때 다양한 유의파고 (significant wave height) 의 조건에 따른 각

도별 rms 에러를 보여준다. 각각의 파랑 주기에 해당하는 결과

중 한 개만을 예를 들어 나타낸다. 파고 및 파주기의 특정 조건

에서의 큰 변화는 없으며, 0°radial 방향에서의 결과만 분산성

이 크다. 즉, 파랑의 방향과 수직이면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지

지만, 수평방향으로의 복원은 수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Fig.9 는 수치적으로 계산된 결과 (파란색 실선)와 FDM을 이

용한 복원 결과 (붉은색 실선)를 보여주고 있다. 붉은색 실선중 

0의 값을 가지는 구간은 음영효과가 발생하여 전자기파가 발생

하지 못하는 시뮬레이션 구현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은 coherent 레이더의 계측 신호 및 레이더 영상의 활

용방안과, 레이더 신호의 정량적인 값을 정성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FDM을 활용한 해수면 복원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수치적으로 계산된 결과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검증과정

을 수행하였으며,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coherent 레이더에서는 해수면 복원이 FDM을 활용하여 

해수면 복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2) 해수면 복원의 정확도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시간 간격과, 

반지름 방향의 해상도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다.



(3) 파의 진행 방향과 레이더 해석방향에 따라 해상도가 차이

가 발생하며, 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일 때 가장 정확하다.

(4) 레이더 영상 시뮬레이션 기법이 비교적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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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망간단괴 파일럿집광로봇 유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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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System of a Pilot Mining Robot 
for Deep-seabed Manganese Nodules

JONG-SU CHOI*, TAE-KYEONG YEU*, HYUNG-WOO KIM*, KI-YOUNG SUNG, SOUNG-JEA PARK, 

SEONG-SOON KIM, AND SUP HONG*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Daejeon, Korea
   

KEY WORDS: Pilot Mining Robot 파일럿 집광로봇, Deep-sea Manganese Nodules 심해저 망간단괴, Closed Loop Hydraulic Circuit 
폐회로 유압시스템, Pressure compensation 압력보상

ABSTRACT: A pilot mining robot for deep-sea manganese nodules, which aims at the use for Pre-Pilot Mining Test and Pilot Mining Test, 
was designed and was being manufactured. The scale of the pilot mining robot is 1/5 for commercial one. In this paper, hydraulic system of 
the pilot mining robot, which has just been constructed, is introduced and explained. Hydraulic system is composed of reservoir, high pressure 

filters, valve packs, linear and rotational actuators, return and drain filters, and so on. Since the hydraulic system is determined as a closed 
loop hydraulic circuits, reservoir  pressure within the circuits is compensated to ambient. The pressure of reservoir always keeps about 0.25~0.5 
bar the higher than ambient pressure. Since the pilot mining robot works about ambient temperature, 2℃, and is moving system, the small size 

reservoir was adopted for reducing total weight and space. The capacity of a compensator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bulk modulus of the 
hydraulic oil. HPUs were tested successfully in factory at full flow, highest pressure, half loading. The load-compensated proportional valves for 
the speed control of some actuators were adopted in order to make the actuators rotating constantly for varied loading. The pilot mining robot 

including the hydraulic system will be tested at 1000m water depth of East Sea in the end of 2012.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ill be 
verified and the data for designing commercial mining system will be collected.

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으로 ‘심

해저 광물자원 통합채광시스템 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과제는 태평양 CCFZ(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내 

심해 5000m 해저면에 부존하는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에 필요한 

채광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

의 일환으로 상업채광용량의 1/5 규모 ‘심해저 망간단괴 파일럿

집광로봇’(이하 파일럿집광로봇)을 제작중에 있다. 제작중인 파

일럿집광로봇은 기계·구조부, 유압시스템, 전기·전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학술대회발표에서는 파일럿집광로봇의 유압

시스템 설계 및 제작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파일럿집광로봇은 시험집광로봇(미내로)에 적용되었던 유

압시스템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본 시험집광로봇은 ‘근해

역 채광장비 성능실증시험’(2009년 6월,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00m)과 ‘미내로 해저주행통합제어 성능시험’(2010년 8월,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20m)을 통해 기술적으로 검증된바 있다.

파일럿 집광로봇은 2개의 집광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집광

교신저자 홍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042-866-3870  suphong@kordi.re.kr

모듈은 무한궤도 주행장치(2개), 채집장치(2개), 송출장치(1개), 

유압추진기(1개) 등의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집광모듈당 

한 대의 유압회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적용된 유압시스템은 압력보상기가 적용된 폐회로형 유압회

로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본 유압시스템은 소형/경량화, 내

부식성 소재사용 및 표면처리, 수중환경으로 인한 높은 대류열

전달계수 등의 특징이 있다. 

본 학술대회발표에서는 파일럿집광로봇 유압시스템의 기술적 

특징 정리, 유압시스템의 구성, 주요부품 상세설계 및 성능시험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파일럿집광로봇 유압시스템 특징 및 설계

파일럿집광로봇 유압시스템은 전기동력을 유압동력으로 변환

하는 파워팩을 포함한 모든 유압시스템이 수중용이고 망간단괴

집광을 위해 직접 운동하는 모바일용이라는 2가지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수중용이기 때문에 레저버가 주변의 물과 직접접촉하

지 않고 간접적으로 압력균형을 맞추는 압력보상형 폐회로이며, 

운용중 발생하는 에너지가 주변의 물로 인해 냉각이 용의하며

(높은 대류열전달계수), 주변 해수와 접하는 부분은 산화 및 전

위차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내부식성 처리가 되어야 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한편, 해저면에서 주행하는 장비내에 탑재되는 모바일용이기 때

문에 소형 및 경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홍섭 등, 2011)

본 파일럿집광로봇은 4개의 무한궤도가 동시에 제어되어 직

진 및 선회운동을 수행하다는 주행매커니즘적 특징이 있다. 한

편, 2개 집광모듈이 각 2개의 무한궤도를 주행제어하여 운용된

다는 특징이 있다. 각 무한궤도별로 주행속도가 피드백 제어가 

되어야 한다. 이에, 정밀도가 좋은 속도측정센서와 응답성과 오

차가 적은 제어밸브의 선정이 중요하다.

압력보상형 폐회로

해수중에서는 레저버내 작동유가 주변 유체(바닷물)와 직접적

으로 접촉하지 못하므로, 압력보상기를 통해 레저버 내부 압력

이 주변의 압력으로 보상되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 고압의 심해

저에서도 육상 환경과 동일한 기능수행과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압력보상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중 Fig. 1과 같은 S

사의 압력보상기가 수중장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압력보

상기는 스프링, Diaphragm(Nitrile), 케이싱 등으로 구성되어 통

상적으로 주변 보다 0.25 ~ 0.5 bar가 되도록 스프링이 선정되어 

있다. 또한, 작동유의 온도 및 압력변화, 작동유내 공기유입, 단

동실린더의 작동 등으로 인해 체적 및 압력변동요인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압력보상기 용량이 선정되어야 한다.

Fig. 1. An example of pressure compensator

파일럿집광로봇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압력보상장치 

용량이 선정되었다. 

먼저, 사용될 유압작동유가 Shell사의 Tellus 27오일이라고 가

정하였다. 이 작동유는 25℃에서의 압축성계수( , 

compressibility modulus) 가 5.56 x 10
-4 [1/MPa]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 광유계오일의 

6~7x 10
-4 [1/MPa]보다는 20% 정도 작은 수치이다. 

한편, 압축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여기서, 는 가해진 압력, 은 압력받기 전의 체적, 는 

압력 받은 이후의 체적 등을 각각 나타낸다.

공기 흡입을 고려하지 않으면 6000 m (60 MPa)에서 약 3.3 % 

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압작동유와 전기부품압력보

상유의 전체체적을 각각 225 liter와 105 liter(한 집광모듈당 시

험집광로봇의 50% 증가)라고 할 때, 15.5 liter와 3.5 liter가 필요

하다. 여기에 유압실린더의 로드만큼의 체적변화 (로드직경 

45mm, stroke 200mm 가정, 2.5 liter) 따라서 유압작동유는 18 

liter의 변화가 예상되고, 전기부품압력보상유는 3.5 liter의 부피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혼입공기가 거의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공

기 용해량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유온이 올라갈수록 증가된다. 

심해저 작동시 압력은 주변압의 상승에 의해 동반 상승하고, 유

온은 작동시 열 발생으로 인해 상승한다. 이에, 심해저 작동시 

용해량은 충분히 커서 기포발생에 의한 혼입공기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기중에서 오일 주입시 공기자체

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압작동유와 전기부품압력보상유 각각 

13.5 liter 3대와 1대를 채택하였다. 각각 안전율이 2.3과 3.9의 

안전계수를 확보하였다.

열전달 특성

육상의 경우 주로 공기를 통한 대류에 의해 시스템 내부의 불

필요한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에 반해, 수중 유압시스템은 주

변의 해수를 통해 열을 방출한다. 한편, 공기중의 경우 대류열전

달 계수가 자연대류의 경우 3~25    이고 강제대류의 

경우 10~200    임에 반해, 공기중의 경우 각각 15-100,  

50~10000    이다. 이에, 자연대류의 경우 4~5배, 강제

대류의 경우, 5~50배의 열전달이 공기중에 비해 수중에서 더 촉

진된다. 

이에, 수중 폐회로의 경우 공기중보다 레저버의 크기가 현저

히 작다. 경우에 따라서는 레저버 없이 대용량 압력보상기를 레

저버 역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레저버의 기능중 이물

질 제거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므로 적절한 필터의 적용과 함께 

유압작동유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내부식성 처리

파일럿집광로봇은 외부의 해수와 접하는 부분은 산화와 전위

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STS316계열의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장 및 희생양극을 적용하도록 한다. 

소형화 및 경량화

집광로봇과 같은 이동체는 운동효율의 향상을 위해 경량화 되

고 소형화되어야 한다. 이에, 레저버의 크기를 최소화시켜 차지

하는 공간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하며, 고압화를 통해 유압 액

츄에이터의 사이즈를 최소화하였다.

무한궤도 제어

4대의 무한궤도를 2개의 별도 유압회로에서 각각 운동 제어해

야 하므로 운동계측센서와 제어밸브의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파일럿집광로봇은 로터리형태 유량계와 부하보상형 비례제어밸

브를 적용하였다.



3. 유압시스템 구성

파일럿집광로봇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레저버(Reservoir) : 배관 연결, 열방출, 공기모음 및 제거

- 파워팩(Powerpack) : 270cc/60cc dual, 250kW, 3상, 4000V

- 고유량필터(High flowrate filter) : 10 micron

- 저유량필터(Low flowrate filter) : 10 micron

- 고유량 밸브팩(High flowrate valve pack) : NG10 밸브

- 저유량 밸브팩(Low flowrate valve pack) : NG6 밸브

- 액츄에이터(Actuators) : 유압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

- 유압작동압력보상기(Pressure compensator): 유압 작동유 체

적변동 보상

- 전기부품압력보상기(Pressure compensator): 전기모터, JB, 

변압기 등의 구조안전 확보 및 전기절연

- 기어박스압력보상기(Pressure compensator): 기어박스 기어

오일 압력보상

- 계측시스템 : 유온, 누수, 유량, 유압 등을 계측함.

4. 유압시스템 성능 항목

2012년 하반기에 수행될 예비파일럿채광시험(Pre-Pilot 

Mining Test)에서 파일럿집광로봇 유압시스템 성능을 검증하고 

상업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료 취득할 계획이다. 유압시스템

의 성능은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부 액츄에이터의 구동에 

필요한 충분한 유량과 압력의 유압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

이 된다. 이때 전력부에서 충분한 전기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야 하며, 제어부에서 밸브에 정확한 제어신호를 보내주어야 

한다. 이에, 유압시스템은 기계부, 전력부, 제어부 등의 타 시스

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당초 예상된 사양의 동력이 되

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능검증 및 추후 설계시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성능항목을 나열하도록 한다. 

- 레저버 : 유온, 압력보상기 레벨위치

- 파워팩 : 각 회로의 최대 압력, 전기모터 온도, 인입전력

- 액츄에이터 : 유량, 유압

- 밸브팩 : 운동 응답성 및 정상상태 오차

- 필터 : 오작동 여부

- 공통항목 : 누유 여부, 물인입(water ingression) 여부

4. 액츄에이터 특성

각 집광모듈의 유압시스템은 모두 14개의 액츄에이터와 21개

의 밸브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액츄에이터는 1개의 밸브세트

에 의해 제어된다. 나머지는 차량주행모터 2속 제어를 위한 밸

브세트 1대, 20 lpm용량의 스페어밸브세트 2대, 원격 최대압력

조절 밸브 2세트, 대용량용 릴리프밸브 1세트, 소용량용 릴리프 

밸브 1세트 등이 있다. 

각 액츄에이터별 운동특성 및 밸브세트의 특성을 나열하고 분

석하도록 한다.

- Thruster(1 ea.): 추진로터일체형 유압모터 사용, 부하보상형

밸브(NG10) 사용(Fig. 2 참조), 양방향 회전

- 트랙(2 ea.) : DM05VD-C-14/28-FW, 감속기 일체형 트랙구

동용모터,  기어비 45.382, displacement 27.5 cc와 14 cc, 연속 

작동압력 280 bar로 주문생산, 2단 제어 밸브 압력 20 ~ 70 bar, 

파킹 기능 내장, 부하보상형밸브(NG10) 사용, 양방향 회전

- 물제트펌프(2 ea.) : SAM 20 cc motor, axial piston type 

motor, 비 압력보상형 비례제어밸브(NG10, Fig. 3 참조), 일방향 

회전

- 송출펌프(1 ea.) : Parker 40 cc motor, axial piston type 

motor, 비압력보상형 비례제어밸브(NG10) 사용, 과압방지용 릴

리프밸브, 양방향 회전

- 파쇄기(2 ea.) : Parker 125 cc motor, axial piston type 

motor, 압력보상형 비례제어밸브(NG10) 사용, 과압방지용 릴리

프밸브, 양방향 회전

- 유체식이송펌프(1 ea.): Parker 19 cc motor, axial piston 

type motor, 압력보상형 비례제어밸브(NG10) 사용, 일방향 회전

- 기계식이송(1 ea.): SAM 75 cc motor, axial piston type 

motor, 압력 보상형 비례제어밸브(NG6) 사용, 과압방지용 릴리

프밸브, 양방향 회전

- 자세제어실린더(2 set): 63 - 45 - 175 stroke 형, 압력 보상형 

비례제어밸브(NG6) 사용, 과압방지용 릴리프밸브, 카운터발런

스 밸브, 양방향 운동

- DVL실린더(1 ea.): 40 - 22 - 344 stroke 형, Solenoid 

valve(NG6) 사용, 과압방지용 릴리프밸브, 양쪽 카운터발런스 

밸브, 3 position(양방향)

- Dump실린더(1 ea.): 30 - 16 - 95 stroke 형, solenoid valve 

(NG6) 사용, 유량조절밸브, 2 position

- 원격압력조정밸브(2 ea.): 비례릴리프 밸브를 이용하여 압력

을 조절함. 또한, 차압을 위한 pilot 라인은 레저버와 직접 연결

하여 압력의 안정성 유지하도록 함.

- Track motor 2단 조절밸브(1 ea.): solenoid 밸브 적용. 고유

량의 고압측에서 분기하여 40 bar로 감압함.

- 스페어 밸브 (2 ea.) : 20 lpm의 압력보상형 비례제어밸브, 

양방향형

Fig. 2. Valve pressure drop and flow-rate relation of 

load compensated valve



Fig. 3. Flow-rate and valve pressure drop relation 

of non-load compensated valve

5. 주요부품 시운전

파워팩은 유압시스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부

품이다. 본 부품은 많은 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에서 제작하여 

납품을 받았으며, 납품직전에 공장시운전(FAT, Factory 

Acceptance Test)를 수행하였다. Fig. 4는 이러한 공장시운전의 

회로도이며, Fig. 5는 시운전중인 장면이다. 

사전체크, 초기시동시험, 유량시험, 압력시험, 부분부하실험1

(최대 압력), 부분부하실험2(최대유량) 등을 수행하였다. 사전체

크와 초기시동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유량시

험을 통해 목표한 유량토출이 가능한지 검증하였다. 유압시험을 

통해 목표한 압력을 가할 때도 누유나 시스템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제한된 인버터용량으로 인해 최대부하실험을 수행하지는 못

하고 허용 범위내에서 부분부하실험만을 수행하였다. 먼저 압력

을 목표한 최대로 두고 회전속도를 줄여서 유량을 허용 범위내

에서 수행하였다. 그 이후 유량을 목표한 최대로 두고 압력을 

허용하는 최대 범위내에서 수행하였다. 이러한 부분부하실험을 

통해 최대용량상태에서 전기모터와 유압펌프의 효율을 예측하

였다.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본특성에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압력시험과 유량시험을 통해 목표유압동

력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하실험을 통해 효율이 

90%이상임을 확인하였다.

Fig. 4. Hydraulic circuit for FAT

Fig. 5. FAT in manufactor's factory

6. 요  약

본 연구에서 상업 생산용량의 1/5 규모의 파일럿집광로봇집

광 유압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본 유압시스템은 수중 운동 작업

장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제작되었다. 2대의 250 kW급 

HPU를 이용하여 전기동력을 유압동력으로 변환하여 각 액츄에

이터를 구동한다. 각 액츄에이터의 특징에 적합하도록 밸브가 

구성되었다. HPU는 제작사의 공장에서 시운전을 통해 그 성능

이 검증되었다. 2012년도 하반기로 예정된 예비파일럿채광시험

에서 본 유압시스템이 기계부, 전력부, 제어부 등과 함께 목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비파일럿채광

시험을 통해 채광 개념이 검증되며, 상업용 시스템 설계를 위한 

데이터와 경험이 축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중인 “심해저 광물자

원 통합채광시스템 개발연구” 사업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

힙니다.

참 고 문 헌 

홍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임용곤, 홍석원, 이판묵, 이종무, 전

봉환, 최현택, 최혁진, 이문진, 오상우, 전태병, 이진태, 김진, 

안종우, 박철수, 김건도, 박성재, 성기영, 윤석민, 김성순, 이창

호, 이승훈, 김진호, 이승국, 김진민, 김미선, 조혜진, 이태희, 

김상봉, 김성수, 조희제 (2012). “2011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보고서, II. 개발기술연구, Part 1.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운용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pp 54-65



파일럿 집광기의 직육면체형 압력보상용기의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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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optimum design approach for a box-shape pressure compensated vessure vessel that have plastic 

viewport equiped on the pilot mining robot. The pressure compensated vessure vessel is a important part that protect electrical-electronic system 
from the high water pressure. These type of compensated pressure vessels have plastic viewport gennerally to check inner circumstance of 
electrical-electronic system. However, largely deformed flexible viewport causes additional tensile forces called prying forces to the bolted 

connection parts. To alliviate prying effect, the optimum design of structure reinforcement is conducted in this research.

1. 서    론  

육상 광상에 비해 니켈, 코발트, 구리의 함량이 대단히 높은 

심해저 망간단괴는 수심 3000∼5000m의 전 세계 심해저에 널리 

분포되어있는 대표적인 심해저 광물자원으로서, 특히,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립퍼톤 해역(CCFZ)에 부존되어 있으며, 막대한 양

의 망간단괴는 세계 선진 각국의 상업적 개발의 목표가 되고 있

다. 

우리나라는 현재 태평양 심해저 광구 개발권을 확보하고, 심

해저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한국해양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

고 있으며,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기술의 독자적 개발을 목표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시험집광기의 개발

과 두 차례의 근해역 실증시험을 통해 그 성과를 입증하였고, 

현재는 파일럿 규모의 집광 로봇 개발과 파일럿 시험을 준비하

고 있는 과정으로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에 한발 더 다가서 있는 

상황이다(홍섭 등, 2008).

현재 개발중인 파일럿 규모의 집광 로봇은 주행 및 제어를 위

해 다양한 전자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시스템을 

실장하기 위한 압력용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파일럿 집광로봇에 

장착될 압력용기는 내압용기와 압력보상용 용기 두 가지로 나눌 

이민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

042-866-3887  mwlee97@kordi.re.kr

수 있다. 내압용기는 외부의 높은 수압을 받는 반면에 내부 공

간은 탑재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압 상태를 유지해야 함으

로 내외의 압력 차이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일

럿 집광로봇에 사용된 압력용기는 실린더형태의 캐니스터

(cannister)를 채택하였다. 한편 파일럿 집광 로봇에 장착되는 압

력보상용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내부에 기름을 

채우고 압력보상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와의 압력을 일정압력 이

하로 유지시켜 준다. 여기에는 전력결선박스(Power J-Box), 신호

결선박스(Signal J-Box) 그리고 벨브 팩(Valve pack)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압력보상용 용기는  내부 관측을 위해 관망

창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어있다(박성재 등, 2011). 

관망창은 압력보상용 용기 전면부의 가장자리 부분에 볼트이

음(bolt connection)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의 접합

시에, 힘을 받는 플레이트 부의 변형이 크게 생길 경우, 이에 의

해 발생되는 우력(moment)에 의해 볼트에 추가적인 인장력이 

작용하며 이를 ‘Prying force'라 한다(Nair et al., 1969) 본 연구

에서 관망창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이용하였으며, 

관망창 판은  압력에 바로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관망창 판의 

대변형으로 인하여 볼트 체결부의 prying force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압력보상용 용기의 설계에는 prying force

를 완화하기 위한 보강구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압력보

상용 용기의 관망창 접합 flange 부의 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해 유한요소해석기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ANOVA) 

기법 및 최적설계(Optimum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접합부의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보강구조 설계정보를 구하였다.

2. 파일럿 집광로봇의 보상용기

전기-전자부붐을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파

일럿 집광 로봇에 적용된 방법은 크게 케이스 내부는 공기를 그

대로 유지하고 케이스 구조를 주변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

하는 캐니스터 방법과 케이스에 절연유를 넣는 압력보상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방법이나 소자의 내압성에 문제가 

있는 부품이 있는 경우 캐니스터 방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

은 압력보상 방법을 적용 하였다. 

파일럿 집광로봇에 장착되는 보상용기는 Fig. 1 과 같은 전기-

전자 시스템의  전력결선박스(Power junction box), 신호결선박

스(Signal junction box) 등이 있으며, Fig. 2 와 같은 유압시스템

의 제어벨브팩(Valvepack)등이 있다.

Fig 1. Power junction box

Fig. 2. Control valve pack

한편 파일럿 집광 로봇에 장착되는 압력보상용 용기는 직육면

체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관망창을 압

력보상용 용기 상부에 볼트-플렌지 구조로 연결하였다.

3. 압력보상용기 관망창의 연결구조

압력보상용 용기와 관망창을 이어주는 볼트-플렌지 구조의 

단면 형상은 다음 Fig. 3과 같으며, 관망창과 측면부에 내부압

력이 발생된다.

Fig 3. Bolt-flange connection between viewport and 

pressure compensate vessel

Fig. 4. Prying action of spilt-T connection

Fig. 3과 같은 볼트-플렌지 구조에서 관망창 부분이 직접 하

중을 받으면서 많은 변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하

중이 가해질 경우 볼트에 작용되는 직접적인 인장력 이외에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멘트로 인한 볼트 체결점 외측 플

랜지 접촉점의 반력이 추가된다. 이와 같은 작용을 프라잉 작

용(Prying action-지렛대 현상)이라고 한다(이중원, 2008). 이러

한 현상은 Fig. 4 과 같이 T자 형태를 가지는 접합부에 빈번하



게 일어난다. 이러한 영향은 플렌지의 두께, 플렌지와 볼트간

의 거리, 볼트의 형태와 크기, 연결부의 기하학적 형상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4. 압력보상용 용기의 볼트-플렌지 이음 구조해석

3장에서 살펴보았던 prying action에 의한 압력보상용 용기의 

볼트-플렌지 연결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

서는 유한요소해석기법을 도입하였다. 볼트-플렌지 구조해석은 

비선형-접촉해석 기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압력보상용기 전체에 

대하여 볼트-플렌지 이음 유한요소해석을 하기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

라 부분모델에 대한 볼트-플렌지 구조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였

다. 

먼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압력보상용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를 가진다. 내부 압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직육면체의 

긴방향 중앙부가 가장 하중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긴방향 중앙부 단면을 기준으로 볼트간격의 절반만큼을 모델

링한다. 양쪽 단면 수직방향의 변형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

는 경계조건을 부여한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에 내부압력을 하

중조건으로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가정은 무한평면

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면  

보수적인 설계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볼트-플렌지의 구조해석을 다음 Fig. 5와 같

이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은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ANSYS 

12.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Fig. 5.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bolt-flange 

connection

Fig. 5 는 볼트-플렌지 연결구조의 응력분포를 나타내며, 결과

를 살펴보면, 볼트의 한쪽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관망창-압력보

상용기의 연결구조에 prying force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5. 분산분석(ANOVA)을 통한 볼트-플렌지의 효과적인 

보강구조 설계

볼트에 걸리는 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인자 및 수준을 결

정하기 위해서 Fig. 4에 나타난 변수 5개와 볼트 간격을 포함한 

총 6개의 인자에 대한 3수준 직교배열표를 Fig. 6과 같이 생성하

고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통한 인자의 유의성을 살

펴본다. 분산분석이란 산포를 제곱합으로 나타내고 이 제곱합을 

실험과 관련된 요인마다 제곱합으로 분해하여 오차에 비해 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박경

진 등, 2007). 

　 Variable

　tside tview ttop tbot　 rbollt Nbolt

　 x1 x2 x3 x4 x5 x6

L001 0 0 0 0 0 0

L002 1 1 1 1 1 1

L003 2 2 2 2 2 2

L004 0 0 0 0 1 1

L005 1 1 1 1 2 2

L006 2 2 2 2 0 0

L007 0 0 1 2 0 1

L008 1 1 2 0 1 2

L009 2 2 0 1 2 0

L010 0 0 2 1 0 2

L011 1 1 0 2 1 0

L012 2 2 1 0 2 1

L013 0 1 2 0 2 1

L014 1 2 0 1 0 2

L015 2 0 1 2 1 0

L016 0 1 2 1 0 0

L017 1 2 0 2 1 1

L018 2 0 1 0 2 2

L019 0 1 0 2 2 2

L020 1 2 1 0 0 0

L021 2 0 2 1 1 1

L022 0 1 1 2 2 0

L023 1 2 2 0 0 1

L024 2 0 0 1 1 2

L025 0 2 1 0 1 2

L026 1 0 2 1 2 0

L027 2 1 0 2 0 1

L028 0 2 1 1 1 0

L029 1 0 2 2 2 1

L030 2 1 0 0 0 2

L031 0 2 2 2 1 2

L032 1 0 0 0 2 0

L033 2 1 1 1 0 1

L034 0 2 0 1 2 1

L035 1 0 1 2 0 2

L036 2 1 2 0 1 0

Fig. 6. Orthogonal array for bolt-flange connection

Fig. 6과 같이 생성된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

행하여 볼트에 걸리는 응력을 구하였다. 이러한 응력에 대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을 살펴보면 x5(볼트반지름)와 x4(플렌지 하부두께)순

서로 가장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기여율은 각각 약 30%, 

9.9%로 분석되었다. 즉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면 가장 효과

적으로 볼트에 가해지는 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분산 분석을 통해 최적수

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 설계변수의 최적수준은 Fig. 6의 

L019와 같이 결정되었으며 이때 볼트의 응력은 245MPa로 초기



응력 수준(311MPa)보다 약 22% 응력수준을 줄일 수 있는 결과

를 얻었다. 

Table 1. Analysis of variance of bolt stress 

variable Contribution (%) F0 p

x1 1.80 4.081E-01 6.681E-01

x2 3.18 7.216E-01 4.931E-01

x3 0.13 3.007E-02 9.704E-01

x4 9.85 2.231E+00 1.224E-01

x5 30.38 6.885E+00 3.009E-03

x6 3.91 8.873E-01 4.208E-01

error 50.74

  5. 결    론    

본 논문은 파일럿 집광기에 사용되는 압력보상용 용기의 관망

창 연결구조에서 prying force로 인해 발생되는 응력집중현상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보이고, ANOVA분석을 통하여 연결구조

의 효과적인 보강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 관망창 연결구조의 응력집중현상을 줄일 수 있는 유

의한 설계변수를 얻었으며, 이러한 연결구조의 최적수준을 분산

분석을 통하여 구할 수 있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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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ilot mining robot is the tracked vehicle which drives on the deep-seabed and gathers manganese nodules. 
The pilot mining robot is composed of mechanical system, hydraulic system and electric-electronic system. In order to 

operate these systems appropriately the electric and control system must be needed and designed. And this system needs to 
many sensors for navigation or path tracking pilot mining robot. But many sensors and signal processing devices has 
unknown noise. These kinds of troubles have come out the mis-operation and damage in pilot mining robot. So we need 

a reduction method of noise. This paper discusses a method to reduce unknown noise in pilot mining robot.  

1. 서    론  

  심해저 광물 자원은 빠르게 고갈되는 육상의 광물 자원을 대

처 할 중요한 광물 자원이다. 심해저 광물 자원 중 망간단괴

(Manganeses Nodule)는 수심 4,000m에서 6,000m의 해저 면에 

분포하고 있는 직경 1~15cm의 감자 모양의 구상 광물로 육상 광

상에 비해 망간(Mangan), 구리(Copper), 니켈(Nickel), 코발트

(Cobalt)의 함량이 대단히 높아 주요 전략 금속 광물로써 활용 된다.

이러한 심해 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심해

저 광물 자원 채광을 위한 핵심 기술의 하나인 집광 시스템 및 통합 

운용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 상용 생산의1/10 규모의 자주식 

시험 집광기(미내로)를 개발하였다. 2009년 동해안 후포항 5km 근해

에서 근해역 통합 채광 시스템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고, 2010년에는 집광로봇 해저 주행 제어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였다.(홍섭 외, 2011) 이러한 성공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심해 광물 채광용 집광기의 실용화를 위해 최대 적용 수심이 

6,000m, 4열 궤도의 주행 장치와 혼합식 채집 장치 4기가 탑재

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파일럿 집광 로봇 제작 중에 있다. 파일

럿 집광 로봇은 크게 기계부, 유압 시스템부, 전기․전자 시스템

부로 구성되며, 그 중 전기․전자 시스템부의 전기 시스템은 기계 

장치 및 유압 시스템에 구동 전원을 공급하고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신 자 김진호 : 역시 유성구 유성 로 1312길 32

042-866-3885  kimjh@kordi.re.kr

전자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전자 시스템은 예측이 

불가능한 심해 환경에서 파일럿 집광 로봇의 채집 경로(Mining 

track)를 각 센서 및 유압밸브 장치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그

에 따른 이동 경로를 제시하는 원격 제어(Remote control)를 수행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전기․전자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각 센

서들의 데이터는 주위 환경 및 전기적인 이유로 시스템에서 발생하

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 로봇의 구동에 있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계획된 채광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럿 집광 로봇의 내부 전기․전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노이즈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논

한다. 노이즈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이즈가 발생 할 수 있

는 파일럿 집광 로봇의 전기 시스템 및 전자 시스템의 구성을 정리하

였고 정리된 내부 전기·전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자 장비들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원 노이즈(Noise)와 로봇 구동을 

위한 제어 및 통신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 노이즈 및 유도 노

이즈의 발생원을 예측하여 노이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이즈의 해결 방안으로 방사 노이즈

의 저감 방안, 유도 노이즈의 저감 방안, 전원 노이즈의 저감 방

안, 접지에 의한 노이즈 저감 방안으로 나누어 노이즈 저감 방

안을 제안하였다.

2. 파일럿 집광 로봇의 내부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 

2..1 전기 공급 시스템 구성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파일럿 집광 로봇의 주행 제어를 위한 전자 장비들의 내부 전

원 공급 시스템은 Fig. 1과 같다. 해상의 선박으로부터 엄비리컬 

케이블(Umbilcal cable)을 통하여 공급된 AC 4000V와 AC 

2800V의 전압을 집광 로봇 장비 부착 프레임에 장착된 Power 

Junction Box로 전달되어 AC 4000V의 전압과 AC 2800V로 분기

되어 AC 4000V의 전압은 HPU(Hydraulic power unit)로 전달되

고 AC 2800V은 강압변압기(Transformer)에 연결된다. 강압변압

기는 파일럿 집광 로봇 내부 장비들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AC 2800V의 전압을 AC 220V로 강압시킨다. 강압된 AC 220V 

전압은 Power Junction Box을 분기시켜 Power canister에 전달

한다. Power canister에서는 센서 및 보드에 제공하는 전원 공급 장

치인 SMPS(Swicthing mode power supply)를 통하여 다시 DC 

전압(24V, 12V, 5V)로 변환하여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 

항법 센서, 미디어 변환기 등이 장착되어 엑츄에이터(Actuator) 

및 센서의 신호를 선상 제어 시스템에 전달하는 Main canister

와 수중 환경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수중 카메라가 장착된 

Camera canister에 전원을 공급하며 Signal Junction Box에서 압

력 보상기와 채집 장치 경사계에 공급될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Signal Junction Box에서 각 센서들의 신호처리용 앰프가 장착된 

Flow-Pressure CAN과 유압 밸브 드라이버가 장착된 Valve 

Pack 그리고 유량계가 장착된 Flow Junction Box로 전원을 전달

한다.(여태경 외, 2011)

2.2 전자 시스템 구성

수중에서 파일럿 집광 로봇을 구동하고 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 시스템은 파일럿 집광 로

봇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전자 시스템은 내압 용기 안에 장착되어 집광 로봇의 항로를 계획

하는 센서와 각종 통신 장비 및 보드 그리고 집광 로봇을 구동

시키는 엑츄에이터 제어용 유압 제어 밸브가 있으며 또한  로봇 

구동에 있어 시야를 확보해 주는 카메라 및 램프(Lamp)등의 수중

에 장착된 모든 전자 장비를 말한다. 이를 Fig. 2에도시하였다.

 

Fig. 1 Diagram of electric system in pilot mining robot.

  

Fig. 2 Diagram of electronic system in pilot mining robot.

3. 전기․전자 장비의 노이즈 발생원 예측

노이즈는 각종 전자 장비들의 오동작을 불러오는 불필요한 신

호 성분으로서 발생원에 따라 자연 노이즈와 인공 노이즈로 나

눈다. 자연 노이즈는 대체로 저주파를 갖는 공전, 정전기 방전등

을 일컬으며 인공 노이즈는 전원선 노이즈, 전자파 노이즈, 자속 

노이즈 등으로 본 절에서는 앞서 2절에서 기술한 파일럿 집광 

로봇의 내부 전원 공급 시스템 및 전자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인공 노이즈의 발생원에 대하여 기술한다.(황상열, 1992) 

3.1 방사 노이즈

  방사 노이즈란 전자파 노이즈라고도 하며 전계와 자계가 서로 

겹친 형태의 파형을 갖는다. 또한 주파수의 대역이 아주 넓은 성

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방사 노이즈는 주로 

고주파를 생산하는 디지털 IC에서 많이 방사가 되며 이들을 전도

하는 전원라인과 신호라인을 통하여 PCB에 접속되는 케이블이나 

PCB상의 신호 패턴에서 노이즈를 방사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

여 노이즈를 방사한다.(박선호 외, 2009) 앞서 기술한 방사 노이

즈의 발생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2.2 절에 기술한 전자 시스템의 

방사 노이즈는 내압 용기 안의 전자 장비들의 전원 공급 및 통신

을 위한 IC 소자들의 집합체인 각 기능별 보드와 내부 소자가 IC 

소자로 구성된 항법 센서 및 모든 전자 장비들이 방사 노이즈의 

발생원이 된다.

  

3.2 유도 노이즈

  유도 노이즈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속이 생겨

다른 전선에 노이즈를 발생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들은 자기장 

커플을 갖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신우철 외, 2003) 이러한 유

도 노이즈는 앞 절에 기술한 방사 노이즈처럼 고주파를 갖는 전

자 장비에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파일럿 집광 로봇 내부 전

자 시스템에서의 자속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이로 센서와 전원을 

공급하는 SMPS 본체 및 전원 분기용 배선에서 가장 많은 유도 

노이즈를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전원 노이즈

  전원 노이즈는 전자 장비 내부에서 전원 측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이다. 2.1 절에서 언급한 파일럿 집광 로봇 내부 전기 시

스템에서 각 내압 용기의 전원 공급 부분에 전원 노이즈가 발생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내압 용기의 전원 공급 시발점인    

Power canister의 AC 220V 전원을 통한 SMPS의 구동 및 VDC 

변환이 가장 큰 노이즈의 발생원이라고 사료된다.

                                                          

4. 노이즈 대책 방안

4.1 노이즈 대책 기술의 기본적 방안

 파일럿 집광 로봇에서 발생 가능한 노이즈를 앞 절에서 기술하

였다. 기술한 내용의 노이즈를 감쇠 시키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Fig. 3과 같은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도시된 대책 방

법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인 유효신호의 주파

수 성분과 노이즈 주파수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다. 이것은 오실로스코프(Osciloscope)나 스펙트럼 에널라이저

(Spectrum analyzer) 등을 통해 노이즈의 발생원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노이즈의 발생원이 파악되었다면 

예측된 노이즈의 발생원에서 전달하는 전도 경로를 파악하고 대

책을 강구해야하며 도체 전도에 대해서 발생된 노이즈라고 판단

되면 노이즈를 억제하는 대책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공간

전도 즉 방사하는 노이즈에 대해서는 실드(Shield)를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노이즈를 억제한다. 만약 실드에 대한 방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접지(Ground)를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마지막으로 노이즈 저감을 위한 필터(Filter) 사용 방법을 강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이즈에 대한 대책 방안이다.(박선호 외, 

2009) 파일럿 집광 로봇 내부 전자시스템에서는 기본적 방안에 

맞추어 노이즈의 근본인 발생원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기존 미내로(Minero)에서 사용한 전자시스템과 달리 각 내

압용기에 따른 기능을 달리하여 노이즈의 저감을 유도하였으며 

내부 전자 장비의 배치를 노이즈의 영향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하였다.

4.2 방사 노이즈 및 유도 노이즈의 대책 방안

  방사 노이즈 및 유도 노이즈 대책 방안은 Fig. 4에 도시한 것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노이즈 발생원에 대한 대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회로에서의 대책에서는 앞 절에서 기술한 방사 노이즈의  

 

Fig. 3 The order of protection against noise.

Fig. 4 The countermeasure of emission noise.

발생원에 대한 노이즈 저감 방안으로 내압 용기 안 전자 장비의 

전원 공급 및 통신을 위한 IC 소자들의 집합체인 각 기능별 보드와 

내부 소자가 IC 소자로 구성된 항법 센서들은 이미 완성된 기성

품이므로 회로에서의 대책 방안 중 부품 및 패턴의 레이아웃의 

변화와 EMI 필터의 설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

만 EMI 필터의 설계에 있어 제어 및 통신의 신호처리 부분에서 

디지털 신호 필터인 FIR(Finite impluse reponse), IIR(Infinite 

impluse reponse)를 적절히 사용하면 노이즈의 저감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시스템에서 고려할 회로에서의 대책은 그라운드를 

강화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라운드의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보드와 내압용기 내의 장비 부착 프레임간의 공간에 

폼 가스켓을 사용하여 그라운드를 강화 시켜주면 노이즈 저감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전자 장비의 샤시 접지를 통

하여 노이즈를 저감 시킬 수 있다.(박선호, 2009) 이러한 전자 장

비의 샤시에 있어 함 안의 노이즈 발생 소자들로 인한 방사 및 

유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케이스에 대한 노이즈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드 처리된 케이스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있으며 현재 Flow-Pressure CAN에

서 처리할 유량 및 압력 센서와 같이 mV급의 신호를 좀 더 정확

하게 데이터 값을 처리하기 위해 앰프 보드에 알루미늄 소재의 

실드 케이스를 사용하면 노이즈를 저감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앰프 보드에 수십 종의 센서의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케이블 및 

다른 로봇 전자 장비의 전원 공급용 케이블과 신호 전송용 케이

블에 노이즈 저감에 효과가 있는 실드 케이블 및 광케이블을 사

용하여 방사 및 유도 노이즈를 저감 시킬 수 있으며 페라이트 코어

(Ferrite core)를 케이블에 장착하면 방사 노이즈 및 유도 노이즈를 

흡수하여 노이즈를 억제 시킬 수 있다. 

4.3 전원 노이즈의 대책 방안

  파일럿 집광 로봇 내부 전기 시스템에서 내압 용기의 전원 공

급 시발점인 Power canister는 AC 220V의 LED Light 전원 공급

과 SMPS의 구동 전원을 공급 하며 SMPS는 정류 과정을 거쳐 

나머지 내압 용기의 전자 장비에 DC 전원을 공급한다. 이러한 

정류 과정에서 스위칭 소자가 고주파를 전달하므로 유도 노이즈

를 생산하고 빠른 동작처리를 위해 고속으로 동작하는 스위칭 

소자의 발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열판에 노이즈가 전도되

어 방사 노이즈가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방출된 방사 노이

즈가 전원 라인을 통해 장비의 AC 입력 단자에 도달하여 장비



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전원 노이즈를 제

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AC 라인필터(AC line filter)를 사용한다. 

AC 라인필터는 전원 장치와 같은 어떠한 시스템에서 발생되어 

외부 라인을 통하여 나오는 노이즈를 저지하고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원 노이즈 저감에 

효과 적이다. 이러한 AC 라인필터를 스위칭 전원의 앞단에 장착

하여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4.4 접지에 의한 노이즈 대책 방안  

  앞서 기술한 노이즈 대책 방안들은 노이즈 저감용 소재의 사용

을 주된 내용으로 기술 하였다. 하지만 노이즈를 억제 할 수 있는 

소재의 사용만으로는 노이즈를 저감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노이즈의 원인이 되는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전도 라인을 구성하여 전자 장비의 전위를 `0`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접지 방법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파일럿 집광 

로봇 전원 노이즈에서 기술한 SMPS의 전원 노이즈 및 방사·유도 

노이즈는 SMPS의 내부에서 유도된 노이즈 전류가 잘 빠질 수 있

도록 Y-커패시터(Y-capacitor)를 이용하여 노이즈가 바이패스(Bypass) 

되도록 샤시(sash)에 접지를 시켜 주면 노이즈의 통로가 되어 노

이즈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정용채, 2000) 여기서 주

의 할 점은 케이블에 의한 전도 노이즈를 억제 할 수 있는 짧고 

굵은 실드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내압 용기 안의 케이스가 씌워진 전자 장비는 접지가 가능하

므로 노이즈의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내압용기 자체

의 노이즈 전류가 또한 잘 빠질 수 있는 접지의 구성이 필요한

데 파일럿 집광 로봇의 구동 환경은 육상의 환경에서와 달리 수

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지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도체가 될 수 있는 수중 환경에서 접지에 

대한 방법은 로봇의 장비를 부착하는 프레임에 몸체 접지를 하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처럼 대지 접지를 구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압 용기 

안의 전자 장비들을 내압 용기 내부프레임과 접지를 시키고 각

각의 내압 용기를 로봇 전체의 장비 부착 프레임에 접지 시키는 

몸체 접지의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파일럿 집광 로봇 전기․전자 시스템의 노이즈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노이즈 대책 방안의 근본인 노이즈 발생

원을 예측하기 위하여 집광 로봇의 내부 전기․전자 시스템의 구

성을 정리하였고 각각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전자 장비들의 전원 노

이즈 및 방사 노이즈 그리고 유도 노이즈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이들 노이즈의 대책 방안으로 전원 노이즈에서는 라인필터 방법

을 방사 및 유도 노이즈에서는 회로에서의 대책과 케이블 및 케이

스에 대한 노이즈의 저감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이들 소재에 

대한 노이즈의 저감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지 방법을 제

안하여 파일럿 집광 로봇 전기․전자 시스템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노이즈 감소를 위한 필터의 방법과 접지 방법에 있어 육

상과 다른 수중 환경에서의 접지를 구성해야하는 문제를 좀 더 심

층적으로 다루어 6000m급 파일럿 집광기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  

위해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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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4-Wheel Skid Steering Robot 4륜 미끄럼 조향 로봇, Geometric Path Tracking Method 기하학적 경로 추종 방법, 
Follow the Carrot, Pure Pursuit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about the path tracking approach of 4-wheel skid steering mobile robot. The 'Follow the carrot' and the 
'Pure pursuit' belong to the geometric path tracking method. Two methods are classified by selection methods of a look point and control 
inputs. The follow the carrot is a path tracking method to reduce the distance and heading errors between the look point and the current 

position of mobile robot. In the pure pursuit method, the mobile robot follows the path using the radius of a circle passing through both the 
look point and the current position. The look distance parameter is used simulation of two path tracking method for an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rom the result of simulation, the pure pursuit has better tracking ability than the follow the carrot because of control 

inputs without rapid change.

1. 서    론

현대의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현재의 주요 관심사는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기 위한 지능형(Intelligent) 보조기술이

다. 최근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Unmanned) 자동차 시스

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로봇형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위치인식 능력과 경로추종 기능

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 본 논문은 소형의 이동로봇을 

이용한 경로추종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동로봇의 경로추종 방법은 위치오차와 방향오차를 줄이도

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위치오차는 기준경로에서 이동로

봇이 떨어진 정도이며, 방향오차는 기준경로의 진행방향과 이동

로봇의 방향각간의 편차이다. 지금까지 이동로봇의 경로추종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은 기하학적 경로

추종 방법에 속하는 Follow the carrot과 Pure pursuit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기하학적 경로추종 방법은 이동로봇이 기준경로 상의 목표거

윤 석 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한국해양연구원

042-866-3882  yoonsm@kordi.re.kr

리(Look distance) 만큼 떨어진 목표지향점(Look point)을 향해 

주행하는 기하학적인 경로추종 방법이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일정거리 앞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개

념이다. 경로추종을 위해 기준경로(Reference path)는 일련의 경

로 점(Way point)들로 표현되며, 매 순간마다 목표지향점과 이

동로봇의 위치 및 방향을 이용해 이동로봇의 운동을 제어한다. 

Follow the carrot과 Pure pursuit는 목표지향점의 선정과 이동

로봇의 제어입력 값의 도출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Follow the 

carrot은 이동로봇의 중심좌표와 목표지향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 이동로봇의 방향이 직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이동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윤석민 2010). Pure pursuit은 이동로봇의 

중심좌표와 목표지향점을 지나면서 이동로봇의 진행방향과 접

하는 원을 찾아낸 뒤, 그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이동로봇의 각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J. Morales 2009).

본 연구에서는 Follow the carrot와 Pure pursuit로 대표되는 

기하학적 경로추종 방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동로봇을 모델링하고 경로추종 

방법들의 원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목표거리를 변수로 하여 

두 가지 경로추종 방법들을 시뮬레이션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를 분석하여 두 방법의 장단점을 찾고, 어떠한 조건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는지 추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

을 보여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이동로봇 모델링과 기하하적 경로추종 방법

2.1 이동로봇 모델링

본 연구의 이동로봇은 4륜의 차량형 이동로봇으로 좌우 바퀴

의 구동력 차이를 이용하여 선회하는 미끄럼 조향(Skid 

Steering) 방식으로 구동한다. 비홀로노믹(Nonholonomic) 구속

조건을 가지는 이동로봇의 운동학적 모델(Kinematics model)과 

시스템의 좌표계는 Fig. 1과 같이 표현된다. 이동로봇의 무게중

심 좌표는   이며, 무게중심이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평면 운동만을 고려하는 이동로봇의 일반

화 좌표 벡터를     으로 정의하면, 이동로봇의 운동

학적 관계식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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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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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s and kinematic model of mobile vehicle

2.2 Follow the carrot 경로추종 방법

Follow the carrot은 Fig. 2와 같이 이동로봇의 중심좌표와 목

표지향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 이동로봇의 방향이 직선의 방

향과 일치하도록 이동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현재 이동로봇의 중심좌표가 일 때, 과 번째 경

로 점을 잇는 선에 수직인 점은 경로 점을 내분하게 된다. 이때

의 벡터 내적은 식 (2)와 같다.

  
       

        
        (2)

벡터 내적 로부터 이동로봇의 중심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상의 위치   는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3)

목표지향점   과 목표지향각  는 목표거리 과 수직 

점   을 사용하여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Way point n
(xn, yn)

Way point n+1
(xn+1, yn+1)

(xL, yL)

(xn-1, yn-1)
Way point n-1

(xO, yO) (X, Y)

L
Xg

Yg

�d

Fig. 2 Concept and look point of follow the carrot

      
      

                        (4)

목표지향점이 과 번째 경로 점상에 없을 경우는 다음 

경로 점으로 이동하여 목표지향점을 찾는다. 제어 주기를 라

고 할 때,  을 이용해 이동로봇의 선회각속도 을 식 (5)와 같

이 얻을 수 있다. 이동로봇의 속도 에 대한 관계식은 유도되

지 않으므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거나 이동로봇의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 (윤석민 2010). 




                                          (5)

2.3 Pure pursuit 경로추종 방법

Pure pursuit은 Fig. 3과 같이 이동로봇의 중심좌표와 목표지

향점을 지나고 이동로봇의 진행방향과 접하는 원을 찾아낸 뒤, 

그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이동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Pure pursuit는 Follow the carrot과는 다르게, 이동로봇의 중

심좌표에서 목표거리 만큼 떨어져 있는 기준경로상의 한 점을 

목표지향점   으로 선정한다. 이때, 2개의 교점이 생성되

는데 이동로봇은 비홀로노믹 구속조건을 가지므로 진행방향에 

가까운 교점을 목표지향점으로 선정한다. 목표지향점이 이동로

봇의 중심좌표에서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Fig. 3의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식 (6)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R. 

C. Coulter 1992).

    

    

 

                                      (6)

식 (6)로부터 이동로봇의 선회반경은 식 (7)과 같이 얻어진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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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 and look point of pure pursuit

이동로봇의 속도 와 선회각속도 의 관계식은 식 (8)과 같

으며, 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을 구할 수 있다.





                                   (8)

3. 경로추종 시뮬레이션 결과

경로추종에서 고려해야하는 변수는 목표거리 과 이동로봇의 

속도  및 선회각속도 이다. Follow the carrot 방법은 의 

관계식이 도출되지 않으며, 에 의해서만 가 결정된다. Pure 

pursuit 방법도 , 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 

주어질 때, 에 의해 가 구해진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 중

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변수는 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기준경로의 좌표는    이고, 이동로봇

의 선회각속도 제한 값은 lim   이다. 속도는 

  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Fig. 4는   값을 1.5m로 선정하여 두 가지 경로추종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준다. 상단 그래프의 이동로봇이 선

회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Pure pursuit이 오버슈트를 발생시키면

서 Follow the carrot보다 부드럽게 선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범례의 ‘Circle of L’은 경로 점의 변경을 위한 범위이다. 

Follow the carrot는 이동로봇의 수직점이 원에 진입할 때, Pure 

pursuit은 이동로봇이 원으로 진입하면 다음 경로 점으로 변경

된다. 중단은 오차 그래프로 두 방법아 거의 동일한 시간에 수

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측 그래프에서는 상단에서 관측되

었던 Pure pursuit의 오버슈트 크기 알 수 있다. 그래프의 뾰족

한 부분은 이동로봇의 중심좌표가 이전 경로와 현재 경로에서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4의 하단 그래프는 이동로봇의 제어입력 , 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이다. 경로 점이 변경되는 순간의  변화를 살펴보

면 우측 그래프가 좌측 그래프에 비해 변화량이 작다는 것을 관

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의 완만한 변화 덕분에 Pure pursuit은 

부드럽게 선회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동로봇이 원

의 선회반경을 이용하여 목표지향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Pure pursuit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에 좌측의 Follow the 

carrot은 경로 점이 변경된 직후 의 절대 값이 제한 값까지 상

승하면서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제

어입력 값의 급격한 변화는 이동로봇의 움직임을 불안정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목표지향점을 구하는 방법과 이동

로봇의 이동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Follow the carrot의 가

장 큰 단점이기도 하다.

Fig. 5는   값이 0.5m로 작을 때, 두 경로추종 방법의 시뮬레

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상단의 위치 그래프에서는   값이 작아 

선회를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오버슈트가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

다. 중단의 오차 그래프에서도 두 방법의 오차가 비슷하다. 이렇

게 결과가 유사한 것은 하단 그래프의 제어입력들이 거의 동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우측의  변화는 미약

하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이동로봇의 실험에서는 

Pure pursuit이 보다 안정된 동작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4로부터   값이 클 때에는 Pure pursuit이 선회동작도 

부드럽고, 의 변화율도 작아 Follow the carrot보다 성능이 우

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 lim보다 상당히 작아 

아직 이동로봇의 성능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Fig. 5에서 너무 작은   값은 Pure pursuit의 최대 

장점인  변화의 연속성을 헤치기 때문에   값 선정의 중요성

이 다시 확인되었다.

Fig. 4 Follow the carrot and Pure pursuit as L=1.5m



Fig. 5 Follow the carrot and Pure pursuit as L=0.5m

Fig. 6 Follow the carrot and Pure pursuit as L=1.0m

Fig. 6에서는 이동로봇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값을 0.5m와 

1.5m의 사이 값인 1.0m로 선정하였다. 상단의 그래프에서 Pure 

pursuit이 Follow the carrot보다 선회반경도 작으면서 부드럽게 

선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단의 우측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버슈트가 Fig. 4와 5보다 작음을 관측할 수 있다. 이

러한 선회동작은 하단의  그래프처럼  값의 절대 값이 최대

치까지 상승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의 값

이 lim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값을 찾을 

수 있다면, 이동로봇의  최대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로부터 Pure pursuit 방법에는 오버슈트

가 항상 생성된다는 중요한 특성을 하나 더 찾을 수 있다. 이것

은 Pure pursuit의 제어방법이 원의 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이며, 아무리 적은 양의 오버슈트라도 필연적으로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버슈트를 허용오차 범위내로 제어

할 수 있다면 Pure pursuit의 수렴속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경로추종 방법인 Follow the carrot와 

Pure pursuit을 소개하였다. 경로추종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 중

에서 목표거리 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ure pursuit의 선회능력이 Follow the carrot보다 좋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Pure pursuit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연속성으로, 실제 이동로봇의 안정

적인 제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오버슈

트의 발생으로, 오버슈트가 허용오차 범위내로 제어된다면 수렴

속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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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duce cost, time and loss risk of robot in the sea-trial, the developed algorithm should be tested and verified through 
a lab test bed in advance. This paper introduces a lab test bed to develop control algorithms for multi-tracked-robots driving on seabed. 

First, state-of-the-art on multi underwater vehicles is illustrated focused on research papers. Then, the researches and applications of 
single underwater tracked-robot, and the appearance of multi tracked-robots are briefly introduced. Finally, the lab test bed composed of 
the ultrasonic position system, ground multi-tracked-robots and camera based motion measuring system is explained. The ultrasonic 

position system is considered as USBL system to measure the position of robot in ocean. In the ground tracked-robot, tracked driving 
system, laser scanning sensor, camera, magnetic gyro, and embedded controller are installed. The camera based motion measuring system 
as a reference measuring system is appli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developed algorithms.

1. 서    론 

대부분의 다중 로봇(Multi-robots)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단일

로봇의 운용을 포함하지만, 수많은 연구가들은 제시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로봇 그룹이 협력함으로써 나타나는 잠재적 

장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미지의 행성 탐사(Exploring), 물체 

밀기(Object pushing), 그리고 유독성 폐기물 청소와 같은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로봇을 사용하기 보다는 

소형이며 간단한 다수의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다. 이처럼 다중로봇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단일

로봇으로는 수행할 수 없거나, 다중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 그리고 각각 나누어진 작업에 대

하여 1대의 고성능 로봇을 이용하는 것 보다 몇 대의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쉽고 저렴하며 유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목 받게 되었다(Yuh, 2000).

대양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1대의 다기능 수중 로봇을 이

용하여 과학 조사를 수행해왔다. 2 ~ 6시간 동안 1개의 미션이 

완수되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다음의 새로운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재설정한 다음 재투입된다.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로봇이 기능을 잃거나 함정에 빠져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때, 연구가들은 귀중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   

교신저자 여태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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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다중로봇에 관한 연구는 1990년도 들어오면서 기초 연

구가 시작된다. Chappell 등(1994)은 수중 다중로봇에 대한 기

초 연구로써, 소나 센서를 활용한 2대의 AUV 사이의 수중 통

신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Sousa 등(1995)은 다중 수중

로봇의 조율(Coordination)과 통합운용을 위해 일반화 차량

(Generalized vehicle)에 기초한 제어구조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의 핵심은 시나리오에 적합하도록 일반화 차량을 동적으로 구

성, 조직, 그리고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2000년대는 앞선 

기초적 연구 성과 그리고 안정화된 AUV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양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Manley(2004)는 미 해양 대기 관리처(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다중 AUV를 활

용한 미션 계획을 소개하였고, 향후 다중 AUV를 활용한 해안 

조사 및 수로 맵핑 그리고 대양 탐사를 향후 5 ~ 10년 내에 

실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육상 로봇과 달리 수중 로봇의 실해역 성능시험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탑

재한 로봇에 대한 시험의 경우 분실 위험 또한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해저주행로봇의 제어 기반 알고리듬 개발 및 

사전 평가를 위한 육상기반설비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먼저, 다중 수중로봇 관련 최신 연구 동향 및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며, 다음으로 해저주행로봇의 적용 사례와 다중 

해저주행로봇의 확장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위치계측

시스템, 주행차량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운동 계측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육상기반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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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수중로봇 연구사례

본 장에서는 수중 다중로봇 분야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연구 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여태경 등, 2010).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중 다중로봇을 활용한 협력 위치인식

(Cooperative localization), 대형 제어(Formation control) 그리

고 조정 및 경로 추종(Coordination control and path 

following)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 위치 인식(Localization)

IMU, DVL 그리고 AHRS(A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을 장착한 1대의 AUV로는 수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인

식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MIT대학과 미 해군을 중심으로 다중 자율 해상선박

(ASC: autonomous surface craft), 차별된 기능을 가진 다중 

AUV 시스템, 또는 ASC와 AUV로 팀을 구성하고, 이것을 활

용한 위치 인식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Curcio는 해양조사에 직접 적용할 목적으로 저가(Low-cost)

의 다중 자율 해상선박을 제안하였다. 해상 선박은 위치 인식

을 위한 DGPS 센서와 선박 간의 통신을 위한 Wi-Fi 통신 장

비가 탑재되어, 기존 수중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Willcox는 차별된 기능을 가진 다중 AUV 시스템의 조정을 위

한 기본체계로써, CADRE (Cooperative autonomy for 

distributed reconnaissance and exploration)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서로 다른 기능이 부여된 AUV, 즉 Bluefine-21, 

Bluefine-12, Bluefine-9를 활용한 협력 항법을 소개하였다. 또

한 기존 LBL의 기능을 확장시킨 MLBL(Moving long baseline) 

방법도 제안한다. Bahr는 2대의 ASC와 1대의 AUV로 시스템

을 구성하고, ASC의 지원을 통해 AUV의 위치 정밀도를 높이

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AUV는 ASC와의  TOF(Time of flight) 

측정을 통해 계산된 거리와 ASC의 위치 정보를 조합하여 자

기 위치를 주기적으로 보정한다. 이것은 기존의 방식보다 신뢰

성이 높기 때문에 열악한 해상 조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2.2 대형제어(Formation Control)

수중 다중로봇을 이용하여 해양 샘플링, 매핑, 자원 탐사 그

리고 해저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대형 유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선두-추종

(Leader-follower), 퍼텐셜 함수(Potential function) 그리고 

PD(Proportional-derivative)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대형 제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은 선두-추종이다. 

추종 로봇이 선두 로봇과 동일한 방위각을 가지고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이다. Edwards는 편대 비행

(Formation-flying)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선도 로봇은 LBL로

부터 얻어진 위치 정보를 토대로 설정된 미션 경로점을 따라 

항해하고, 추종 로봇은 방송중계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선도 

로봇 위치와 LBL로부터의 자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게 된다. Ikeda는 3차원 공간에서의 대형 유지 

제어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 역시 추종 로봇이 설

정된 방향과 선도 로봇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제어되

는 방식이다. Yang은 비홀로노믹(Nonholonomic) 구속 조건을 

가진 AUV에 대한 비선형 대형유지 제어방법을 제안하였다. 

Cui은 엑츄에이터 수가 부족하고 평면 운동만을 하는 AUV 시

스템에 대한 대형제어 방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추종 로봇은 

선도 로봇의 속도와 다이나믹 정보 없이 위치 정보만을 획득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Li는 추진기와 라더각(Rudder 

angle) 정보만으로 평면 운동을 제어하는 Torpedo형 다중 

AUV의 대형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대형을 형성하고 

있는 개개의 AUV를 입자(Prticle)로 가정하고, 그것의 운동을 

2차 선형 방정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Jia는 퍼텐셜 함수

와 행위 규칙을 기반으로, 장애물 회피와 같은 미지 환경에 대

하여 효과적인 대형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는 목표, 

장애물 그리고 대형의 구조에 대한 적절한 퍼텐셜 함수를 정

의함으로써, 다중 AUV 시스템이 경로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

로 표적을 추적하는 새로운 분산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3 조율 및 경로추종(Coordination and path following)

다중 로봇의 조율은 목표(objective), 자원, 그리고 정보 공유

를 포함한다. 조율의 의미는 전체 공동된 목표 추구 또는 다른 

로봇의 상태에 따라 각 로봇의 제어/명령을 결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Martins는 중요한 해양 자원이 분포하는 열수 배출구

와 같은 장소를 찾는 미션 수행을 위해, 수중 다중로봇의 조율 

향해(Maneuver)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는 자체 

개발한 통합 수중 항법, 1대의 해상 선박과 3대의 AUV로 구

성된 팀의 대형 유지를 위한 조율 제어와 이에 따른 미션을 

설명하였다. Sotzing은 통신 제약을 가진 다중 AUV 운용에 있

어, 조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어구조 문제를 다루었다. 그

는 구조를 계획(Planning), 제어 그리고 실행(Execution)의 3계

층으로 구성하였다. Kulkarni는 글라이더와 AUV로 구성된 선

단을 이용한 영상 획득 임무의 최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Sujit는 탐사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1대의 UAV(Unmanned 

aerial vehicle)와 몇 대의 AUV에 대한 조율 메커니즘을 제안

하였다. 주어진 시간 내에 UAV가 기지국에 도달하도록 UAV

의 루트와 AUV의 경로 생성을 위한 강인한 메커니즘을 개발

하였다. Aquiar는 시간 내에 원하는 대형 패턴을 유지하면서 

미리 지정된 공간적 경로를 따르는 다중 AUV의 조율된 경로 

추종 개념을 소개한다. 협력하는 로봇의 동력학으로부터 분산

제어기의 구조를 산출하기 위해, 리아프노프에 기초한 기술과 

그래프 이론을 적절히 결합한다. Xiang은 다중 비홀로노믹 로

봇의 조율 경로 추종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로봇은 2단계로 

나누어져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각 로봇은 리아프노프 

설계법에 기초한 가상 목표 지시법(Virtual targe guidance 

approach) 아래 원하는 경로에 수렴하도록 조종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로봇의 속도는 통신 채널을 통해 경로를 따라 

움직인 모든 길이 정보의 공유를 토대로 결정된다. 속도 제한 

제어 의해 다른 로봇의 속도가 원하는 속도가 되는 즉시, 조율 

제어의 목적이 달성된다. 



3. 해저주행로봇의 사례 연구

수중 해저주행로봇의 개발 및 적용 사례는 댐 및 교량 준설

용 건설로봇과 해저 케이블 매설용 로봇을 비롯하여, 심해 광

물자원 개발용 집광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Neptune 

Canada와 MBARI(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의 메탄하이드레이트 탐사 로봇인 Wally Ⅰ, Ⅱ와 지

반 샘플 채취 및 상세 조사용 로봇인 Benthic Rover가 개발되

어 연구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상해역

의 주요지점에 고정식 플랫폼을 설치하고, 육상으로부터 각 플

랫폼까지 케이블을 연결시켜 전원을 공급하고 신호를 송수신

하는 해상관측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각 플랫폼에는 유용

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어 수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한

다. 해저주행로봇은 플랫폼과의 수중 커넥션을 통해 전원과 제

어 명령을 받아 운용되며, 로봇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육상의 기지국에 전송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와 중국은 태평양 공해상에 부존되

어 있는 심해 망간단괴를 채취할 목적으로 자주식 집광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로봇은 연약한 해저지반을 주행하면서 단

괴를 채집하기 위해 무한궤도식 주행장치를 채택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07년도에 시험용 집광로봇을 제작 완료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 수심 약 100m 해역에서, 채집 성능과 주행

성능 확인을 위한 근해역 실증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파일럿 규모의 집광로봇을 제작하고 있으며, 2012년 말에는 수

심 1,000m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망간단괴용 집광

로봇의 경우, 연간 300만톤 이상의 상업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

서는 1대 로봇의 채집폭이 약 20m에 달해야 한다. 이처럼 대

규모 로봇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상의 장비 핸들링 시스템 

또한 커야 하며, 선박을 비롯한 장비 제작비용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현재는 1대의 모선에 각 1대의 집광로봇, 총 2대의 

선박-로봇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략 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대의 모선에 소

규모의 여러대의 집광로봇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비용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심해 망간단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해저의 화산분출구 주변

에 부존되어 있는 열수광상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열수광상 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은 망간

단괴보다 구리, 니켈, 금 등의 함유량이 높아서 상업성이 뛰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는 탐사 및 채광 시스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Nautilus Minerals사는 열수광상 개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서, 광구 탐사 및 확보 그리고 채광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기존 1대의 로봇을 운용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능이 서로 다른 3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하는 개

념을 제시하고 있다(Fig. 1). 1대의 로봇으로 채굴 및 이송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효율, 상업성, 그리고 위험성을 보

장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1 Mining system concept of Nautilus 

Minerals Inc. 

   결론적으로, 다중 AUV를 활용하는 연구는 현재 폭넓게 진

행되고 있지만, 다중의 해저주행로봇에 관한 연구는 아직 소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수중 커넥터 체결만으로 

운용 가능한 Wally의 경우와 Nautilus Mineral사의 예와 같이 

향후 관련 연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조만간 가시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4. 다중해저주행로봇의 육상시험기반

육상 로봇과 달리, 수중 로봇의 실해역 성능시험은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탑재

한 로봇에 대한 실해역 시험의 경우 분실 위험과 함께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육상의 시험기반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수중 다중로봇의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사전 평가를 위한 육상시험장비를 구축한 바 있다. 이것은 

수중 조건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

여, 3개의 핵심장비, 즉 위치 계측시스템, 육상주행로봇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기반 운동 계측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구축된 시험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장비를 개선시킨, 다

중 해저주행로봇의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평가용 육상시험기

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Fig. 2 Lab test bed for wheel-type multiple robots

4.1 위치계측 시스템
기존 시험장비의 위치 계측시스템은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계측하는 LPS사의 UPS(Ultrasonic Position 

System)가 채택되었다(윤석민 등, 2008). 이것은 수중음향센서

를 이용하는 USBL(Ultra Short Base-Line) 시스템과 같은 원리

이다. 따라서 노이즈 패턴과 계측 시간 지연 등에서 유사한 특

성을 가진다. 새로운 육상시험기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2 해저주행로봇 시스템
기존 다중로봇은 3대의 주행차량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것은 4바퀴 구동방식으로서, 좌·우 각각 2개의 바퀴는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도록 제어된다. 차량에는 리눅스 기반 임베디드 

컨트롤러와 엔코더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내의 2지점 위치 

측정을 통해 방향이 예측된다.

새롭게 제작되는 트랙형 주행로봇은 각종 센서와의 인터페

이스, 알고리즘 실장 및 원격 제어를 위해 윈도우 기반 임베디

드 컨트롤러가 탑재된다. 융합항법 알고리듬 개발을 위해 트랙 

속도 계측용 엔코더와 방향각 계측용 마그네틱 Gyro. 센서가 

장착된다. 수중에서의 전방 시야 및 장애물 감지를 위한 멀티

빔 소나 및 수중 카메라를 대신하여, 레이저 스캐닝 센서 및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다. 로봇과 로봇, 로봇과 호스터(Host) 컨

트롤러 사이의 통신에는 무선통신방식이 적용된다. 고전력을 

필요로 하는 해저주행로봇의 특성상 케이블을 통해 전력을 공

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주행로봇의 전원은 케이블 

또는 배터리 모두에 의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로봇 주행장

치는 고무트랙을 장착한 무한궤도 방식이며, 양쪽 트랙의 속도 

차에 따라 조향이 이루어진다.

4.3 카메라 기반 운동계측시스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치-

운동 계측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 시험장비에는 카메라 기반 

운동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윤석민 등, 2009). 이것은 수

mm 이하의 분해능을 가지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초기화 및 보

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과 함께, 장비 노후화로 인

해 고장이 잦다. 이에 정밀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디지털 카메

라 기반의 운동계측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해저주행로봇의 제어 알고리듬 개발 및 

사전 평가를 위한 육상기반설비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

다. 먼저, 다중 수중로봇 관련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하여 연구 

논문을 토대로 간략히 소개하였고, 다음으로 해저주행로봇의 

연구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다중 해저주행로봇의 필요성 

및 제안 사례를 기술하였다. 끝으로, 위치계측시스템, 주행차량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기반 운동 계측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육

상시험기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본 기반설비의 구축

을 통해 앞으로 다중 해저주행로봇 제어 관련 기반 알고리듬 

개발 및 평가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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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설토의 침강자 압  특성을 고려한 침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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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Prediction considering Self-Weight Consolidation 
Characteristic of Song-Do Dredg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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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redged soil 설토, Self-weight consolidation 자 압 , Settling and consolidation coefficient 침강압 계수, Volume 
ratio 체 비 

ABSTRACT: In this study, settling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dredged soil in Song-Do for analysis of settling and consolidation 
characteristic. Design parameters related to Yano's method(1985), one of experimental approaches having been used widely in Korea to estimate 
sedimentation and consolidation, were analyzed and their properties were reassessed. Several settling tests with different height of column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settling and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As a result, settling and consolidation coefficient were obtained at the 
corresponding height of sample respectively. It were calculated as about 0.126cm/min. And we estimated a change of settlment and volume ratio.

1. 서    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국토의 효율 인 이용을 해서 서

해안, 남해안을 심으로 해안 매립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  요건으로 인하여 국내 수출입 물동량

의 상당량을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

안개발  항만건설등 규모 개발공사, 선박의 형화, 물류의 

컨테이 화로 인한 항로의 수심유지  신항만건설과 오염해역 

정화사업 등으로 인해 설토가 발생되고 있다(김윤태와 강효

섭, 2011). 재 우리나라는 부산 신항 건설 련 부산지역, 새만

 사업 련 군산지역, 인천 신항  경인운하 건설 련 인천

지역 등에서 설토를 이용한 매립사업이 활발히 진행  계획

되고 있다. 항로유지 설과 해안건설 장에서 채취된 해양 

설토는 일반 으로 큰 함수비를 가진 토이며, 분포하는 지역

에 따라 공학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특히 토가 주성분을 

이루는 남해안 지역의 설토는 실트  모래가 주성분을 이루

는 서해안 지역의 설토와 입도분포, 소성도 등의 기본물성의 

차이는 물론, 설  매립 시 발생하는 침강  자 압 의 특

성도 매우 상이하다(김성신, 2009). 즉, 설토의 침강  자  

압  특성은 각 지역 설토고유의 값이라 할 수 있다.

 특성은 각 지역 설토고유의 값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

함수비 상태의 설 토는 장기간에 걸쳐 압 이 이루어져 안정

 김윤태: 부산 역시 남구 연3동 부경 학교 

 051-629-6587 yuntkim@pknu.ac.kr

성이 떨어지며 설매립과정에 한 단계해석이 쉽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 매립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 

설토의 침강  자 압  거동특성을 악하기 해 실내시험이

나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미리 시간경과에 따른 자 압  침하량

과 체 변화비 등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 신항 송도 설토를 사용하여 기본물성

시험과 체투기 자 압 침강시험을 실시하 다. 침강 압  계

수와 계면고와 실질토량고의 계곡선을 구하 고, 이를 바탕으

로 장에서 설 수행 시 상되는 조건에 하여 매립지반의 

시간경과에 따른 자 압 침하량  체 변화비 악하여, 경제

인 설계인자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2. 이론  배경  

고함수비의 설토를 투기하면 입자가 침강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는 입자와 입자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서로 향을 

미치고 염분의 농도도 자유침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mai(1980)에 의하면 입자간 서로 향을 미치지 않고 자유롭게 

침강할 때 굵은 입자가 가는 입자보다 먼  침강하는 분산침강

(Dispersed free settling), 흙 입자들이 모이고 서로 다른 크기의 

Floc을 형성하는 응집침강(Flocculated free settling)과 응집, 침

강, 압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구간침강(Zone settling), 혼합

물(물+ 토)의 농도가 진한 경우 주로 자  압 에 의해 침강하

는 압 침강(Consolidation settling) 4가지로 침강형태를 구분하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Equations Reference

(1) Self weight 

consolidation equation

log H = log h 1 - C s⋅ log t

 or H = h 1 ⋅ t
- C s

H t0
: when t=t0, interface height

h 1
: height constant

C s
: Settling and consolidation coefficient

(2) Interface height(H) 

and In-situ height(Hs)

H s =
H

1 +  G s/G w⋅ w
=

H

1 + e

log H = A+Blog H s

H : initial interface

G w
, G s

: gravity of water and dredged soil

w , e : average water content and void ratio

(3) Self weight 

consolidation start time t 0'= (
h 1

H ' to )
1
C s

= (
h 1f o
h 2H o )

1
C s

  t0= consolidation start time(min)

Table 1 Procedure and equation to obtain settlement change 

다. 그리고 구간침강은 Fig. 1과 같이 침강곡선상에서 응집단

계와 침강단계, 자 압 단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Flocculation
zone

Clear Water
Interface

Flocculation
Stage

Consolidation
Stage

Settling
Stage

Soil Formation Line

Consolidation
zone

Time
t2t1

A

C

B

Settling
zone

Fig. 1 Typically settling curve of zone settling

국내 매립 장에서 설물량 산정을 한 자 압  종료 후의 

체 변화비를 구하기 하기 하여 주로 Yano(1985)가 제시한 

경험 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Yano는 실내 침강‧압  시험

을 통한 침강‧압  곡선을 바탕으로 자 압  산정식을 용

하여 장 설 매립지반의 시간경과에 따른 자 압  침하량 

 체 변화비를 측하기 한 경험 인 방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차에 한 수식  설명은 Table 1에 정리하 다. 

침강퇴 에서 압 침강의 과정을 거친 침강조건에 있어서, 압

침강 역(t=t0～t100)의 계면고, H와 침강시간, t에서는 직선

계가 얻어지는데, 이를 자 압  산정식이라 한다(Table 1 

(1)). 한 설토 체 과 매립토 체 의 계를 구하는 에, 

계면고와 실질토량고의 계도를 작성하고 실질토량고에 의해 

체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Table 1 (2)). 

압 의 구분은 유효응력의 존재 유무이지만 실제로 이것

을 측정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침강곡선의 변화를 보고 간

으로 구할 수 있다. 압 의 시작 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 으로 침강곡선에서 침강속도가 느려

지는 변곡 으로 보고 있다. Kynch(1952)는 탁액 상부에

서 침강속도가 변곡될 때 자 압 이 시작된다고 하 으

며, McRoberts와 Nixon(1976)은 경계면이 생긴 후 일정속

도로 침하될 때 자 압 이 시작된다고 하 다. 

Yano(1985)는 체 비 산정 시 log t-logH 곡선을 작도하여 

일직선이 시작되는 부분을 자 압 이 개시하는 가상의 

시 이라고 단하 고, 본 논문에서는 Yano의 경험법을 

사용하여 산정하 다. 

3. 실내시험  

2.1 기본물성 시험

부산항 신항 송도에서 채취한 시료  시험을 한 제조

시료의 기본물성을 악하기 해 비 , 함수비, 액소성한

계, 입도분포시험을 실시하 다. 비 실험  액소성한계

실험은 신뢰성을 해 각각 5번 이상 시험하 으며 입도

분포시험은 KSF 2302에 의거하여 체분석 시험을 실시하

으며, No. 200체를 통과하는 시료에 해서는 비 계 분석 

시험을 실시하 다. 설토가 염분의 향으로 면모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한국산업규격 KSF 2302에 의거하여 

분산제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입도분포를 분석하

다. 입도분석에서, 노건조 설토는 다짐의 향에 따라 

입도결과가 다르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Wetting seive 

analysis와 Lazer diffraction analysis를 추가 으로 실시하

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Fig. 2). Lazer diffraction 

analysis의 측정방법은 시료를 기기 안에서 순환시키면서 

이져 빛을 조사해서 계속 으로 회 을 발견하면 그 

체 빛의 양을 축 되면서 입자의 크기와 분포도가 측정

된다. 시험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 다.



Table 2 Basic properties of dredged soil

Initial water content(%) Liquid limit (%) Plastic Index (%) Specific gravity
Percent passing
No. 200 sieve (%)

USCS

83.1 78 37 2.8 96.4 CH

Fig. 2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 and Laser 
diffraction analysis for Song-Do dredged soil 

2.2 체투기에 의한 자 압  시험

체투기에 의한 자 압  시험은 장의 설 토를 

교반기를 이용하여 균질하게 교반한 후, 건조시킨 후에 함

수비를 측정하 다.  함수비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

에 염분비에 의한 함수비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는 담수를 

사용하여 염분을 최소화하여 염분비에 따른 오차를 최소

화하 다. 시료를 시험 함수비로 조정한 후, 투기시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하여 교반을 실시하 다. Fig. 3과 같

이 직경 220mm 높이 1500mm의 아크릴로 제작된 실린더

를 비하고 미리 계산된 혼합시료를 Column에 넣고 균

일한 시료분포를 만들기 해 Column바닥에 Air 

Compressor를 이용한 압축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시료를 

충분히 섞은 후 실험을 시작하 다. 그리고 Column외벽에

는 을 붙여 계면을 읽어서 시간에 따른 압 침하량을 

측정하 다. 시험 조건은 함수비 570%에 하여 시료 높

이를 120cm, 100cm, 80cm로 달리하여 시료를 투기하고 

압축펌 를 이용하여 시험 장치내에서 시료가 균등하게 

혼합되도록 교반 한 후 압축 펌 의 작동이 멈춤과 동시

에 침강  자 압 시험을 실시하 다.

Fig. 3 Equipment of settling and self-weight 
consolidation 

4. 실험결과  

4.1 자 압  시   종  추정

기함수비 570%, 투기높이 80cm, 100cm, 120m에 하

여 측정한 계면고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Fig. 4 (a)에 나타

내었다. 시간에 따른 계면고의 변화곡선에서 투기높이 

80cm인 경우 자 압 이 시작되는 시 이 투기높이 

120cm인 경우보다 조  더 빨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하여 투기높이가 큰 경우 자 압 이 개시되기 시

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자 압 의 시 과 종 은, Yano

가 제안한 log(계면고) - log(시간) 곡선에서 일직선이 시

작되는 부분을 자 압 의 시 으로 보았으며, Fig 5 (b)에 

나타내었다. 시간축에 평행하게 수렴하는 거동으로 들어가

는 시 을 자 압 의 종 으로 선정하 으며 이를 토

로 압 침강계수를 도출하 다. 그 결과를  Table 3에 정

리하 다.

(a) H-logt

(b) logH-logt

Fig. 4 Settling and self-weight consolidation curve

Table 3 Settling and consolidation coefficient

Wi(%) H(cm) t 0  (min) t 1 0 0  

(min)

Settling and 
consolidation 

coefficient(Cv)
(cm/min)

570

120 620 69000 0.1261

100 520 60085 0.1264

80 350 54832 0.1252



4.2 계면고와 실질토량고의 계

설토 체 과 매립토 체 의 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계면고와 실질 토량고의 계도를 작성하고, 실질 토량고

에 의한 체 변화를 비교하여야 한다. 장에서 채취한 시

료를 이용하여 기 시료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실내 침강 

압 시험을 실시하면 실제 설토에 함유된 토립자의 양

으로부터 구한 실질 토량고와 계면고의 계는 일정한 

계가 존재한다. 

설토에 함유된 토립자의 양으로부터 구한 실질 토량고

와 기 계면고와의 계를 산정하고 logHs-logH 그래

상에서 기울기와 편을 구하여 식 1과 식 2를 도출하

다.

log(H)　=　1.0766　+　0.8922　 log(H s)           (1)

log(H)　=　0.7383　+　0.9886　 log(H s)          (2)  

 

4. 자 압  침하량  체 변화비 측

실내 침강  자 압  시험 결과는 PSDDF(압  수치

해석 로그램) 해석결과와 함께 실제 설토 매립시 상

되는 자 압  소요시간  체 변화비 산정에 주로 이용

되고 있다. 매립고  체 비를 측하기 하여 설매립 

완료시간을 12개월(365일)로 가정하 으며, 원지반 비   

간극비는 기본물성 시험에서의 결과 값을 참고하여 Gs 

=2.8, 간극비 e=2.0로 가정하 다. 설매립고는 10m로 가

정하 으며 설매립토의 기 함수비를 570%로 가정하

다. 체 비, 침하량 해 측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

다. 

(a) Change of volume ratio

(b) Change of settlement

Fig. 5 Prediction of four properties

5. 결    론

(1) 설매립 정토의 기본물성 시험결과 비 은 2.8, 

#200 통과율은 96.4%, 액성한계는 78%, 소성지수는 37%로

서 통일분류법상 CH로 분류되었다. 

(2) 직경 22cm, 높이 150cm의 침강 아크릴 실린더를 사

용하여 슬러리의 기함수비를 570%, 시료높이를 80cm, 

100cm, 120cm로 변화시킨 침강압 시험을 수행한 결과, 

일 성 있는 침강압 곡선을 얻었다. 침강곡선으로부터, 

침강압 계수, 매립고, 체 변화율 등을 산정하 다. 

 (3) 각 투기높이별로 실시된 체투기의 함수비 570%의 

경우, 10m의 투기높이를 고려했을 때 Yano 이론에 의한 

체 비 측결과 1년경과시 2.12 , 2년경과시 2.01, 3년경

과시 1.93의 값을 나타냈다.

(4) 토조모형시험의 한계성과 설방법  유보율, 설

토의 2차 압축, 표면건조 등의 변수에 따라 측결과가 차

이 날 수 있으므로, 형토조시험, 압 시험, 원심모형시험 

결과 등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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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 조류발전 터빈의 난류에 의한 성능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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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global warming, the need to secure an alternative resource has become more important nationally. Having very strong 
current on the west coast with up to 10 m tidal range, there are many suitable site for the application of TCP(Tidal Current Power) in Korea. 

To extract a significant quantity of power, a tidal current farm with a multi-arrangement is necessary in the ocean. The interactions between 
devic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total power capacity. Thus, interaction problems needs to be investigated for generating maximum power 
in a specific field. The study of wake propagation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wake behind a turbine. This paper introduces 

the unsteady simulations for a tidal turbine wakes by CFD. The downstream wakes of computational models were compared with Jensen's wake 
model representing theoretical streamwise velocities.

1. 서   론

해양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조류발전 시스템은 조류의 운

동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터빈

은 유향과 회전축 방향에 따라 크게 HAT(Horizontal Axis 

Turbine)과 VAT(Vertical Axis Turbine)으로 구분된다. 2008년

에는 MCT사의 1.2MW HAT 방식의 조류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시험운영 중이다.

최근 조류발전의 실용화를 위해 발전장치 후방에 발생하는 후

류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회전체인 터빈

이 후류의 유속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지지구조물의 형상에 의

한 유동교란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구동원리가 같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단지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수평축 풍력터빈의 후류 특성이 연구되었으며

(Schepers et al., 2008),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가 비교 및 검증 

되었다(Rethore, 2009). 조류발전 분야에서는 조류발전장치를 대

체하는 공극을 가진 디스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추력계수에 대

한 후류연구(Harrison et al., 2009)가 수행되었다. 다공성 디스크

가 아닌 실제 터빈 모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터

빈모형을 수조에서 구동시켜 다양한 회전속도에 대해 후류를 분

석한 연구(Maganga et al., 2010)가 발표 되었다. 국내에서는 터

빈의 형상에 따른 near wake 영역에서의 간섭영향에 대한 연구

(Jo et al., 2010)가 수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전용 터빈을 대상으로 CFD를 이용한 비

정상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터빈 후방에서 발생되는 유동 특성

과 유속 분포 등을 분석하였으며, 발전장치 다배열 시 터빈 후

류에 의한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2. CFD 해석

2.1 터빈

터빈은 유체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유체역학적인 익형 형상을 갖고 있다. 익형에서 발생

되는 양력을 이용해 회전하는 원리이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터

빈은 S814익형을 기반으로 설계된 2 블레이드 터빈으로써, 직경

은 4 m이다. 모델링 된 터빈을 Fig. 1에 나타냈다.

Fig. 1 Solid model of the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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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자 생성

상용코드인 ANSYS CFX v.13을 이용하여 터빈을 대상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회전영역에서는 비정상 해석의 격자 회

전을 고려하여 터빈 주위에 조밀한 prism layer를 주었고 격자

의 밀도를 증가시켰다. 나머지 영역은 tetra 격자계로 구성하였

다.  격자정보를 Table 1에 기술하였다.

2.3. 경계조건

해석영역을 회전 도메인과 정적 도메인으로 나누어 해석하였

으며 전체 유동장은 비압축성 3차원 정상상태로 가정하였다. 터

빈 중심에서 입구까지의 거리는 12 m, 양 측면과의 이격 거리는 

각각 10 m, 출구까지의 거리는 터빈 직경의 20배인 80 m로 설정

하였다. 계산영역을 Fig. 2에 나타내었고, 회전 도메인의 직경은 

4.2 m, 정적 도메인의 크기는 직경 20 m, 길이 92 m이다.

경계조건 및 해석정보를 Table 2에 나타냈다. 회전영역과 정

적영역이 접하는 면은 GGI(General Grid Interface) 방법에 의해 

인터페이스 되었다. 입구는 수직 유입 유속 조건으로 설정하였

고 출구는 기준압력(대기압)에 대해 0기압으로, 실린더 옆면은 

유체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본 해석에 

사용된 난류 모델은 SST(Shear Stress Transport)이다. 해석 시

간은 총 10초이고, time step은 0.04초로 설정하여 250회의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2 Computational domain

Rotating

nodes 73,746 

elements 367,768 

Stationary

nodes 2,206,176 

elements 12,930,021 

Table 1 mesh information

Working fluid Water(Isothermal, 25℃)

Rotating domain

Angular velocity 

(7.5rad/s, TSR=5)

Rotation axis (Global Z)

Inlet Normal speed (3m/s)

Opening Opening

Outlet Opening

Interface area Transient Rotor Stator

Turbine Wall (no slip)

Turbulence model SST

Time step 0.04s

Analysis time 10s

Table 2 Boundary condition and analysis information

3. 해석 결과

비정상 해석에 앞서 원활한 수렴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정적해석을 수행하여 비정상 유동해석에 

필요한 초기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정적해석으로부

터 도출된 터빈의 성능곡선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터빈은 주속비 5에서 최대 효율이 발생하며, 최대전력 

생산을 위해 최적 주속비에서 작동 되어야 한다. 비정상 유동해

석 시 터빈의 회전속도를 최적 주속비 5에 해당하는 7.5rad/s로 

설정하였다. Moving mesh method를 본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회전 도메인의 격자 회전속도 또한 7.5rad/s로 설정하여 터빈의 

회전운동을 구현하였다.

Fig. 3 Cp curve of designed turbine(Jo et al., 2010)



Fig. 4 Axial velocity distribution

Fig. 5 Velocity deficits

터빈 후방의 축방향 속도 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속도 

감소율로 터빈의 후류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으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속도 감소율은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터빈으

로부터 이격된 거리에 따른 속도 분포를 통해 후류 특성을 분석

하였다. 

  ∞


 (1)

유속 측정은 총 85개 위치에서 수행되었다. 터빈으로부터 유

동방향으로, 2D(Diameter), 4D, 8D, 12D, 18D 거리의 5개 구간

과 터빈 중심에서 유동에 연직 방향으로 17개 구간을 설정하여 

후방 이격 거리에 따른 속도 감소율을 그래프로 작성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2D, 4D 거리에서는 속도 감소율이 각각 최대 54.52%, 37.20%

로 계산되었으나, 터빈과 유동방향으로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터

빈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 좁게 나타났다. 즉 유속이 감소되는 

영역이 터빈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였다. 4D 위치까

지 유속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4D 이후로는 유속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8D, 12D, 18D 거리에서는 후류 영역의 폭이 

큰 대신 속도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4. Jensen's wake model과의 비교

4.1. Jensen's wake model

CFD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Jensen's wake model을 

이용해 터빈 후류의 유속분포를 계산하여 CFD 결과와 비교하

였다.터빈 후방의 wake영역은 5D 이내의 near wake영역과 5D 

이상의 far wake영역으로 나뉘는데, wake는 터빈 후방의 속도 

감소와 증가된 난류도로 정의된다. 빠른 흐름과 느린 흐름 사이

에 난류 전단층이 발생하면서 near wake영역이 far wake영역으

로 변화하고, 주변 난류에 의해 wake 속의 유속이 회복된다.

Fig. 6에 Jensen's wake model의 개략도를 나타냈다. Jensen's 

wake model은 wake 특성을 기반으로 도출 된 경험적인 계산식

을 바탕으로 후류의 유속을 계산할 수 있는 기법이다. 터빈의 

추력계수와 유입속도를 입력하여 터빈을 통과한 유체의 유속

( )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 된  를 기반으로 wake decay

를 고려하여 터빈 중심과의 유동방향 이격 거리에 따른 유속 

 를  계산할 수 있다. 식 (2), (3)에 계산식을 나타냈다.

πr20Uw0 + π(r
2 -r20 )U 0 = πr

2Uw (2)

U w0 = U 0 1-C T
 (3)

  = Initial velocity behind the turbine

 = Inlet velocity (3 m/s)

 = Turbine radius

 = The diameter of the wake at distance x behind the 

turbine

  = Thrust coefficient

k = Wake decay coefficient

Fig. 6 Schematic view of the Jensen's model

(Palm et al., 2011)



Fig. 7 Comparison of CFD results and Jensen's wake model

4.2. CFD 결과와의 비교

터빈 중심을 통과하는 센터 라인 위 2D~18D 구간에 14개 지

점을 선정하여 Jensen's wake model을 이용한 계산 값을 유동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고, Fig. 7에 비교 결과를 나타냈다. 터빈

으로부터 약 2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하고, 두 결과는 매우 유사

한 양상을 보였다. 오차가 큰 영역은 near wake 영역으로써, 터

빈의 종류 또는 설계변수에 따라 유동패턴 및 유속분포가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유동해석 결과로는 near wake 영역에서 

유속이 40% 이상 감소하였다. 터빈으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8D

를 넘어서면서 부터 오차는 10% 이하로 점차 감소하여 3%까지 

줄어들었으며 far wake 영역에서는 유동 패턴이 터빈의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CFD 결과와 Jensen's wake model로 계산한 후류 특성 사이

에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비정상 유동해석을 통한 후류 분석기

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5. 결 론

조류발전은 에너지밀도가 높은 해수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써 세계적으로 잠재량이 매우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상용화를 

위한 발전단지 설계 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경제성 및 발전용량

을 고려하여 많은 터빈을 배치해야 하므로, 터빈에 의한 간섭효

과 및 후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유동해석을 통해 터빈 후방의 유속 분

포를 분석하였다. 터빈을 통과하여 감소된 유속은 near wake 영

역인 약 4D까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far wake 영역에서는 유

속이 느린 속도로 증가하였다. 유동해석 결과와 Jensen's wake 

model 계산 값을 비교하여 후류 분석을 위한 비정상 유동해석 

기법을 검증하였다.

추후 효율적인 격자계를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다수의 터빈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후류 분석 기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후 기

본 과제(결과물)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해양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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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ne energies are various and powerful, but it is so hard to work underwater construction. Therefore commercial diving work 
is very important to install various deep structures. Jangjuk channel is famous as proper area to generate tidal current energy. Nevertheless, no 
one is studied about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diving works with construction of tidal current 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ommercial diving with work types and investigate ciritical limits of diving working under the conditions, which are working only 40 
minutes at slack tide at slack tide during the neap tide. As the results, work types are five, mooring installation, OMAS (Offshore Maintenance 
Access System), support structure installation, cable and turbine installation, and are taken during the 18 months. At that time, entire diving 

working times are 110th. Entire construction period took 18 months and was over 4.5 times more than planned schedule (4 months). Extended 
construction period is due to insufficiency of researching tidal current conditions at the site and ignorance of slack tide which need to secure 
diving working time.

1. 서    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신

재생에너지 개발이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반

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가장 

일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건설비용도 조력발전보다 저렴한  

조류발전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세밀한 작업이 수중에서 이루어져

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잠수하여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

여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잠수작업의 특성과 작업한계

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산업잠수는 

외국의 선진 해양 국가들에 비하여 해양․수중에 대한 의식수준

과 사고방식(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흡한 

관련 법규, 제도 및 기준 등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해양․수중 관련 분야의 사업에 대한 발주 기준이나 

교신저자 유창일: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051-629-7071  mc2002@daum.net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인원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

세업체의 양산을 초래하였다(김, 1999).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계

획 중인 대단위 조류발전 건설계획은 대부분 대형 외국계 수중

공사업체에서 수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 자본의 유출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건설 원천기술 개발 및 습득에 상당히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치된 진도 조류발전기 설치공사의 발주

처 또한 독일의 Voith Hydro사였으며 수중작업을 진행하는 회

사 및 인원과 장비는 국제 산업잠수 협회(ADCI, IMCA)가 인정

하는 잠수 자격과 장비를 갖추고 진도 장죽수로 조류발전 설치 

공사에 참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적인 조류발전 개념이 강한 

유속이 나오는 지형에서 발전량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발전량 확보와 구조물의 내구성을 위해서는 평균적으

로 일정한 유속이 발생하고 난류성분이 적은 곳이 조류발전의 

최적의 입지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국내의 진도 지역(장죽수로, 

맹골수로)이 조류 발전이 가능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최적의 

발전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발전량 확보

를 위해서도 유속은 상대적으로 커야 하며, 이것은 잠수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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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잠수사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시간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대부분의 

해양․수중작업에서 이러한 잠수작업특성에 대한 연구가 전무

하고, 이를 고려한 다양한 해양건설작업과의 작업연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포함된 보고서나 논문 등의 자료들을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평축 조류발전 건설시 잠수시 적용

된 감압표 및 주변 해양물리환경을 서술하고, 공종별 작업특성

을 기술하였다. 또한, 실제 공정별 잠수작업횟수를 잠수 작업일

지로부터 산출하여 계획 대비 실제 건설에 소요된 잠수작업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조류발전 건설시 적용된 산업잠수  

2.1 현장에서 사용된 잠수 감압표

이번 장죽수로 조류발전 현장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

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 Navy Diving Manual Revision 5의 

Volume 2 Air Diving Operations을 기준으로 2011년 4월 터빈 

설치시까지 잠수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조류발전 유지보수 기

간에는 Revision 6의 잠수 규정을 이용하여 2011년 12월까지 수

중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작업에 사용된 U.S. Navy Diving Manual의 Air Decom 

–pression에서는 5가지 종류의 감압표로 구분되어져 있다

(Table 1). 따라서 실제 진도 장죽수로 조류발전 현장에서는 각 

공종에 따라 작업수심과 작업시간의 차이가 있어 감압표를 각 

수심에 맞게 적용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 수중 작업에서는 비감

압한계의 감압표나 표준 공기 감압표를 사용하여 1~5분 정도의 

수중감압으로 작업을 종료 할 때도 있었지만, 약 37미터의 깊은 

수심과 해양환경(짧은 정조시간)으로 인하여 산소사용 표면감압

을 사용하여 수중 감압 시간을 줄이고 표면에서 감압을 시행함

으로써, 고압에 노출된 잠수사의 신체에 녹아있는 질소를 100% 

산소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배출시켜 잠수사의 생리적 문제점들

을 해소시켜 안전한 잠수작업을 행하였다.

Diving Table
Water Stop 
Time (min)

Chamber 
Time (min)

TDT (min)

No D 0 0 0

Repetitive Dives

Std Air 35 0 35

Sur D/O2 0 21 21

Sur D/Air 10 35 45

Table 1  Comparative between decompress tables

Table 1은 4가지 감압표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표준 공기감

압표(Std Air)가 수중에서 35분 감압, 총감압시간 35분이며, 공

기사용 감압(Sur D/Air)은 수중감압이 10분, 챔버감압이 35분으

로 총 감압시간이 45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산소사용 표면 감압

(Sur D/O2)은 수중감압이 0분, 챔버감압이 21분으로 총감압시

간 21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류가 세고 

정조시간이 짧은 장죽수로 조류발전 현장의 환경조건에 있어 잠

수사의 위험요소가 가장 적고 감압시간이 짧은 산소사용 표면 

감압을 사용하였다.

2.2 장죽수로 주변의 해양물리환경   

조류발전기를 설치하기 이전 조류발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ADCP를 이용하여 조류발전기 설치지점의 터빈의 중심에 해당

하는 수심에서 유속을 계측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  Time versus velocity at hub height (ebb and flood)

창조와 낙조가 바뀌는 1시간 이내로 유속이 약 2m/sec 이상

으로 상승하며, 실제 잠수작업이 가능한 유속 1m/sec이하는 약 

3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루 잠수가 가능한 회수

는 4회이며, 작업시간 또한 2시간 내외가 되며, 정확한 정조시간

이 잠수 작업준비와 수행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3. 수평축 조류발전 공종별 특성 및 잠수작업환경

진도 장죽수로 수평축 조류발전 설치를 위한 세부공종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의 공종으로 나눌 수 있다.

3.1 공종별 작업특성

(1) 계류 시설물 설치(Mooring block and buoy installation)

조류발전 기초 구조물 및 터빈을 설치하기 위한 12개의 105

톤 콘크리트 블록, 38mm 체인, 계류부이 설치로 선단의 6점 

계류로 조류터빈 구조물 및 터빈 설치 시 터빈 설치 전용선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정밀 시공을 하기 위함이다(Fig. 2).

(2) 전용선 개조 공사(OMAS)

조류발 기 터빈 설치를 해 Revolving crane barge선이 터

빈 발 기 설치 용(OMAS; Offshore Maintenance Access 

System)선으로 개조가 선행되었다. 각 계류 부이와의 6  계류

를 실시해 설치 용선이 설치 지역의 거센 조류를 안정 으로 

지탱할 수 있는 35ton Mooring winch 6기(개별 는 앙 집

식의 치 조정실을 설치하여 정확한 지 에 치를 유도)와 

일정 장력을 유지하며 조류터빈을 설치하기 한 Guideline 

chain winch 2기를 탑재하 다. 한 각각의 치들을 구동시키

기 한 주․보기 발 기를 설치하 으며, 각 구조물들을 지탱

하기 해 안정성 검토를 거친 후 용선 내부를 보강하 다.



Mooring blcok & buoy shipping Mooring block installation

Mooring buoy installation 6 mooring position (DGPS)

Fig. 2 Installation of mooring block and buoy

(3) 기 구조물 설치(Support structure installation)

량 850톤의 기  구조물로서 터빈을 지탱하며, 터빈의 효

율 인 발 을 해 DGPS/USBL 자이로스코 등의 정 한 측

정장비를 이용하여 목표 방   계획지 에 정확하게 거치하

고, 해 바닥의 불규칙한 표차로 인하여 기  구조물 하부에 

4개의 유압잭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편심을 받지 않도록 수평

을 유지하 다(Fig. 3). 한 구조물의 해 바닥면의 불규칙한 

지면과 기 구조물 하부의 공간에 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물의 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침하와 조류와 조류

터빈의 작동시 발생하는 진동으로부터 구조물의 편심을 방지

하고자 구조물 보강을 완료하 다.

Support structure shipping Support structure installation

Concrete pumping Design of support structure

Fig. 3 Installation of support structure 

(4) 수  이블 매설

해상에 설치된 조류 발 기의 발  력을 육상으로 송 하

기 해 1.6 km의 해 이블을 설치하는 공정으로 DP(Dyna- 

mic Position) 선박에서 Subsea cable laying 공정과 함께 이블

이 해  바닥에서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  이블을 고

정할 수 있는 콘크리트 매트를 이블 상부에 거치하는 공정

이다. 잠수 용선이 아닌 Cable laying DP 선박에서 잠수사가 

잠수작업에 투입될 수 없기에 콘크리트 매트 자동 거치장비를 

개발하여 본 공사를 성공 으로 수행하 다.

(5) 터빈 설치

터빈 설치는 수  기  구조물과 용 선박의 CT 치에 

치 유도체인 2라인을 설치하 고 터빈 설치 보조장치(NRM; 

Nacelle Retrieval Module)를 유도 체인에 연결하여 터빈의 치

와 경로 이탈을 방지하면서 설치 완료하 다. 특히, NRM 내부

에는 여러 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터빈과 기 구조물의 거리

와 모습을 확인하 고, 한 DGPS/USBL 등의 정 한 측정장

비를 이용하여 터빈의 방향, 치, 구조물과의 거리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터빈 설치를 완료하 다.

3.2 잠수작업환경

진도 장죽수로는 국내의 표 인 빠른 해류의 흐름이 있는 

곳으로 작업구역의 수심은 34~38m이며 평균 수심 (M.S.L.)은 

37m의 수심을 나타내고 있다. 바닥면은 고르고 편평한 암반층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  시야는 소조기시 많은 부유사의 

향으로 시계가 0에 가깝다. 하지만 수  라이트를 비추었을 

경우 략 30~100cm 정도 시야가 확보되었다. 빠른 조류로 인

해 조석표상 13물에서 3물까지 략 6~7일 정도가 작업 가능

한 일수이며, 이 한 1일 3~4회 물의 흐름이 가장 은 정조

(Slack tide)시간 략 20~50분 정도만 수  잠수작업이 가능하

다. 하지만 등사리(음력 2월경)와 백 사리(음력 8월경) 

과 후의 물때에는 소조기라고는 하나 정조(slack tide)가 없어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따라서 정 공사기간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4개월이었으나, 실제 작업에 투입된 기간은 2009년 11월부

터 2011년 4월 터빈 설치 시까지 총 18개월이 소요되었다. 즉, 

공사기간이 약 4.5배 정도 증가한 것이며, 이는 실제 사 환경 

답사와 더불어 잠수작업이 가능한 해양물리환경을  고려

하지 않고, 계산에 의한 값으로만 공사기간을 설정하 기 때문

이다.

Table 2는 공종별로 잠수작업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공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 공정 계류시설물 

설치에서는 수 에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의 shackle 해체를 

해 잠수작업을 실시하 으며, 두 번째 공정인 OMAS는 조류발

 터빈 설치를 한 용선 개조작업으로서 육상 drydock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잠수 작업이 없이 진행되었다. 세 번째 공정

인 기 구조물 설치 작업에서는 해상 크 인선(1500톤)으로 기

 구조물을 권상․설치하여 수 에서 잠수사가 8개의 shackle

을 해체하 고, 수  타설을 한 트 미 의 설치  수  타

설 후 수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되었는지 검사 작업을 시행하

다. 네 번째 공종인 수  이블 설치시에는 수  포설된 

이블의 손상여부와 정 치에 포설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  포



설된 이블이 조류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체인 매트리스를 

덮어 보강하 다. 마지막 공정으로 터빈 설치시에는 가이드 체

인을 기 구조물과 용선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 고, 한 각 

종 센스들과 해양 물리조사 장비인 ADCP를 수 에 설치하여 

조류의 흐름과 터빈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 다.

Work Type Contents

Mooring installation
Release anchor lift
Chain hook up etc.

OMAS

Support structure 
installation

Release 8 shackles on SS
USBL & Motion sensor recovery
HPU hose connected(recovery) On 
SS
Connect(disconnect) concrete pipe 
an foot print etc.

Cable installation

Subsea cable inspection
Stainless steel clamp attach
Seabed transition chute installation
Lay down chain mattress etc.

Turbine installation

SS inspection
ADCP install
SS USBL beacon installation
CT chain connecting to SS
SS datum line installation
HPU power & data cable 
installation etc.

Table 2 Contents of diving works classified by work types

 

4. 잠수작업한계

4.1 공종별 소요기간 및 잠수 횟수

공사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 터빈 설치시까지 총 

18개월이 소요되었다. 각 공종별로 계류시설설치 3개월, 전용선

개조작업 4개월, 기초구조물 설치 3개월, 수중케이블 표설 4개

월, 터빈 설치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각 공정별 잠수 횟수

는 계류시설물 설치 17회, 전용선개조작업 0회, 기초구조물 설치 

15회, 수중 케이블 포설 30회, 터빈 설치 48회로 총 110회의 잠

수 작업을 수행하였다.

Diving Table Month Times %

Mooring installation 3 17 15.5

OMAS 4 0 0

Support structure installation 3 15 13.6

Cable installation 4 30 27.3

Turbine installation 4 48 43.6

Summation 18 110 100

Table 3  Diving working times and period of work types

Table 3에서와 같이 전체 잠수작업이 110회를 100%라고 할 때, 

터빈설치에 43.6%의 잠수작업이 실시되었고 다음으로 케이블 매설

에 27.3%, 계류시설물설치는 15.5%, 마지막으로 기초구조물 설치에 

13.6%의 잠수작업이 수행되었다. 만약 한 달에 두 번의 소조기에 3

일 동안 하루에 4번의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영등․백중사리기

간을 제외한 15개월 동안 360회의 잠수작업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약 1/3밖에 되지 않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라남도 진도와 조도 사이의 장죽수로에 조류

터빈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종별 산업잠수 작업특성과 잠수

작업의 작업한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류발전기 설치를 위한 정 공사기간이 2009년 11월부

터 2010년 2월까지 약 4개월이었으나, 실제 작업에 투입된 기간

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 터빈 설치 시까지 총 18개월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총 공사기간이 약 4.5배 정도 증가한 것이

며, 이는 실제 사 환경 답사와 더불어 잠수작업이 가능한 해양

물리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에 의한 값으로만 공사기

간을 설정하여 발생된 문제인 것으로 단된다.

(2) 조류발전기 설치를 위한 작업공종은 총 5개이며, 그 중에

서 산업잠수와 관련된 공종은 순서대로 계류 시설물 설치, 기초

구조물 설치, 케이블 설치, 터빈 설치 순이다. 총 18개월 동안의 

작업 중 총 110회의 잠수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잠수작업 

횟수 110회를 100%라고 할 때, 터빈 설치에 43.6%, 케이블 설치 

27.3%, 계류 설치 15.5%, 마지막으로 기조구조물 설치에 13.6%

의 잠수작업이 실시되었다.

(3) U.S. Navy 매뉴얼에 나와 있는 작업시간을 보면 130Ft에

서 최대 90분까지 수중 작업이 가능하나, 소조기의 정조(slack 

tide)시간을 맞추어 작업하면 통상적으로 40분간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수작업일지의 실제작업시간과 국립해양조사원

의 진도조위관측소의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 정조시에 작업이 

이루어진 횟수보다 정조가 아닌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진 횟수가 

많았으며, 이것은 두 지점이 약 20km의 짧은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 시간이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잠수 

작업 시간을 찾아내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터빈 설치 전용선에

서 추를 넣어 추가 물의 흐름에 저항하는 각을 보고 정조시간을 

유추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잠수 작업일지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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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Engineering Characteristic of Reinforced Lightweight soil added Water sludge Using Geogird and Waste 
Fishing Net(WFN). The lightweight soil which was consisted of water sludge, bottom ash and cement, was reinforced with WFN and geogird in 
order to increase its shear strength. Glue treated WFN was also added into lightweight soil to improve interlocking between soil mixture and 

WFN. Several series of laboratory tests including flow values tests, unconfined compression test,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analysis and 
reaching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ult of an experiment, increased strength according to reinforced was increased waste fishing net, glue 
treated waste fishing net and geogrid order as above. reaching characteristic of lightweight soil added water sludge was satisfied with standard 

of ministry of environment.

1. 서  론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의 확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이를 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수슬러지는 사

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데(폐기물관리법, 

2012), 이렇게 발생된 정수슬러지의 처리는 주로 육상매립, 소

각, 해양배출, 재활용 등으로 처리된다. 육상매립의 경우 상당

히 고비용이라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 또한 효율

적인 방법이 없어 해양배출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

만 해양배출의 경우 해양환경을 크게 오염을 시켜 2012년부터 

새로 개정되는 런던협약에 따라 정수슬러지 등 지정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현재 정수슬러지의 재활용 

용도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유재극과 정연인(2010)은 다양한 실내시험을 통해 지역에 따

른 정수슬러지의 강도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송영석과 윤종만

(2007)은 실내시험을 통한 하수슬러지의 공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러지의 재활용시 슬러지 자체의 

전단강도가 낮아 강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수슬러지를 저회 및 시멘트와 혼

 교신저자 김윤태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051-629-6587 yuntkim@pknu.ac.kr

합하여 경량토를 제작하였으며 경량토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폐어망과 지오그리드를 사용하여 경량토를 보

강하였다. 또한 폐어망과 주변 흙 사이의 억물림(interlocking)

을 증진시키기 위해 폐어망에 본딩처리(glue treatment)를 하여 

본딩처리된 폐어망 보강 경량토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흐름값 

특성, 단위중량 특성, 일축압축강도 분석, SEM 분석, 용출 특

성 분석을 통해 폐어망과 지오그리드 보강에 따른 슬러지 혼

합경량토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2.1 재료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수슬러지는 부산 명장정수장에서 발

생한 것이다. 현장 함수비가 약 480%로서 이를 그대로 사용시 

양생과정에서 건조수축이 크게 발생될 것이라 예상하여 정수

슬러지를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저회의 경우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을 사용하였

으며, 임의로 파쇄된 정수슬러지와 저회는 시험의 일관성을 얻

기 위해 #4 (4.75mm)체를 통해 자갈크기의 입자를 배제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폐어망은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계열의 합성섬유로서 비중은 1이하로 물보다 작은 것이 특징

이며 인장력 또한 다른 섬유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2 시험방법

보강에 따른 정수슬러지 혼합경량토의 강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과 같이 무보강 경량토(Case 1), 무처리된 폐어망

을 보강한 경량토(Case 2), 본딩처리된 폐어망을 보강한 경량

토(Case 3), 지오그리드를 보강한 경량토(Case 4)로 공시체를 

제작하여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배합비는 저회, 정수슬

러지 및 시멘트를 각 28%, 56%, 16%의 비율로 혼합하였으며 

함수비는 61%로 적절한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내시험 결과 및 분석

3.1 보강재료에 따른 강도 특성

정수슬러지가 혼합된 경량토의 보강재료에 따른 강도증진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은 무보

강 및 각 보강방법에 따른 경량토의 응력-변형 곡선을 나타낸

다. 폐어망(Case 2)을 보강하였을 때 보강증진이 가장 낮았으

며, 본딩처리된 폐어망을 보강한 경우(Case 3)와 지오그리드 

보강(Case 4) 순으로 강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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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ss-strain curve of lightweight mixture

3.2 층수에 따른 강도특성

Fig. 2는 무보강 경량토(Case 1), 폐어망을 보강한 경량토

(Case 2), 본딩처리된 폐어망을 보강한 경량토(Case 3) 및 지오

그리드를 보강한 경량토(Case 4)의 보강층수에 따른 강도증가

Table 1. Case of specimens

No. Reinforcement material Reinforced layer Glue treatment Mixing ratio SIRp (%)

Case 1 No reinforced - -

Sludge : 28%

Bottom ash : 56%

Cement : 16%

Water content : 61%

-

Case 2
Waste fishing net 1 No 13

Waste fishing net 2 No 36

Case 3
Waste fishing net 1 Yes 33

Waste fishing net 2 Yes 54

Case 4
Geogrid 1 - 46

Geogrid 2 - 78

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1층 보강보다는 2층 보강시 강도가 

더욱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강 층수에 따른 강도증가율

(Peak strength increase ratio, SIRp(%))은 (1)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Table 1의 SIRp는 보강 재료, 보강 층수, 폐어망의 

본딩처리 유무에 따른 강도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강에 따

른 강도증가율은 약 13%에서 최대 78% 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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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of 

reinforcement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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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EM 분석

Fig. 3은 정수슬러지가 혼합된 경량토의 일축압축시험시 보

강재로 사용되었던 폐어망 및 본딩처리된 폐어망의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SEM) 분석을 나타내

고 있다. 폐어망의 경우(Fig. 3(a)) 겉표면이 매끄럽고 흙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반면, 본딩처리된 폐어망의 경우(Fig. 

3(b)) 겉표면에 많은 입자들이 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딩처리된 폐어망의 경우 흙입자와 폐어망 사이의 부착력이 

커져 흙입자의 대부분이 붙어있게 되고 이로 인해 억물림

(inter- locking)이 증가하여 강도증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a) ×200 (waste fishing net)

(b) ×200 (Gluing treated waste fishing net)

Fig. 3 Scanning electroscope of waste fishing net after 

unconfined compressive test

Table 2. Results of the leahate concentration from standard leaching test

constituent Cr Fe Zn Cu Cd Hg As Pb

Leachate concentration (mg/L) 0.01761 0.007 0.00545 0.14935 0.00018 0.00055 0.01835 0.00015

Table 3. Permissible limit of metal concentrations

Constituent
Permissible limit (mg/L)

A
* B** C***

Chromium(Cr) 0.05 O.K 0.5 O.K 0.5 O.K

Iron(Fe) 0.3 O.K 2.0 O.K 2.0 O.K

Zinc(Zn) 3.0 O.K 1.0 O.K 1.0 O.K

Copper(Cu) 1.0 O.K 0.5 O.K 1.0 O.K

Cadmium(Cd) 0.005 O.K 0.02 O.K 0.02 O.K

Mercury(Hg) 0.001 O.K - 0.001 O.K

Arsenic(As) 0.05 O.K 0.1 O.K 0.05 O.K

Lead(Pb) 0.01 O.K 0.2 O.K 0.1 O.K

*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2012)
** Leachate emissions(2001)
*** Water pollutants emissions(2011)

4. 용출 특성

정수슬러지가 혼합된 경량토의 중금속 용출에 따른 환경적

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 용출

시험을 실시하였다. Table 2는 유해 중금속 물질인 크롬

(chromium, Cr), 철(Iron, Fe), 아연(Zinc, Zn), 구리(Copper, 

Cu), 카드뮴(Cadmium, Cd), 수은(Mercury, Hg), 비소(Arsenic, 

As), 납(Lead, Pb)에 대한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낸다. Table 3은 먹는물 수질기준,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수슬러지가 혼

합된 경량토의 중금속 농도와 각 기준별 허용치 비교 결과 대

부분의 중금속 농도가 허용치 이내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

금속 오염에 대한 정수슬러지가 혼합된 경량토의 환경적인 영

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로 지정된 정수슬러지를 시멘트, 저회

와 혼합하여 경량토를 제작하였으며, 해양오염의 원인인 폐어

망을 경량토에 보강을 하여 보강재로서의 활용성을 보고자 하

였다. 또한 다양한 보강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폐어망에 본딩처

리(glue treatement)를 하여 강도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으며, 추

가로 지오그리드를 보강하여 보강방법에 따른 압축강도를 비교

해 보았다. SEM 시험을 통한 폐어망의 보강 증진원인 및 용출 

특성을 분석하여 정수슬러지 혼합경량토의 환경적인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1)  일축압축시험결과 보강재료에 따른 강도증가율은 무보강 

경량토에서 폐어망, 본딩처리된 폐어망, 지오그리드 순으로 

나타났다. 

(2)  폐어망, 본딩처리된 폐어망, 지오그리드의 보강에 따른 경

량토의 강도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강도증가율은 약 13%에

서 최대 약 78%까지 증가하였다. 

(3)  일축압축시험시 보강재로 사용되었던 폐어망과 본딩처리

된 폐어망의 SEM 분석 결과 폐어망의 경우 겉표면이 매끄

럽고 흙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반면, 본딩처리된 

폐어망의 경우 흙입자가 많이 붙어 있었다. 이는 본딩처리

를 함으로 인해 폐어망과 흙입자 사이의 부착력이 커져 억

물림(interlocking)이 증가하여 강도증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수슬러지가 혼합된 경량토의 중금속 용출에 따른 환경

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용출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환경부에서 고시한 침

출수 배출 허용기준,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먹

는물 수질 기준을 전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수슬러지가 혼합된 경량토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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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좌표계를 이용한 해저열수광상용 채광로봇
동적거동해석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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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of Dynamic Analysis Software

for SMS mining robot using Relative Joint Coordinate

Chang-Ho Lee*, Hyung-Woo Kim*, Sup Hong*, Jong-Su Choi*, Tae-Kyeong Yeu* and Seong-Soon Kim*
*Ocean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Daedeock Branch/KORDI, Daejon, Korea

KEY WORDS: Relative Joint Coordinate 상대조인트좌표계, Seafloor massive sulfides (SMS) 해저열수광상, Mining Robot 채광로봇, 

Tracked vehicle 궤도 차량, Dynamic Analysis Software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ABSTRACT: This paper concerns about development of numerical analysis model for SMS(seafloor massive sulfide) mining robot. SMS mining 

robot is consist of subsystems such as tracked driving system, boom-bucket system and electronic-hydraulic system. Track force is assumed as 
external force and is modeled by contact model.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f calculation, equation of motion of SMS mining robot are 
derived with respect to the relative joint coordinate frame. In order to investigate dynamic responses of tandem tracked vehicle, Newmark's 

method is employed by means of incrementaliterative algorithm. A nonlinear dynamic analysis program is developed in FORTRAN 90.

1. 서    론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에 맞는 심해 채광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는 설계에서부터 실해역 시험 검증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하게 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개발 

과정에서 제작에 앞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해석이 선행 으로 필

요하다. 

Fig. 1 Concept of commercial mining system for SMS 

deposits

이창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 한국해양연구원

042-866-3884  chlee78@kordi.re.kr

또한 Fig. 2에서와 같이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가 채광시스템

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실제 시스템으로부터 센서신호를 받아서 

그래프로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동역학 해석을 통한 

동적 거동을 가상환경 상에서 확인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채광 시스템을 수동으로 능숙하게 컨트롤하

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하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연

습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한계가 있다. 이는 가상환경을 이용

한 햅틱 시스템으로 실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하

여 정확하면서도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차량의 거동을 실시간으

로 재현할 수 있는 고 신뢰도의 실시간 동역학 모델 개발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채광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주

행차량에 대한 실시간 동역학 모델 개발을 위해 절대 좌표계보

다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적은 상대 조인트 좌표계를 이용한 동

적거동 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Fig. 2 Remote control system for SMS min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해저열수광상용 주행차량

Fig. 3은 4열 무한궤도 형태의 해저열수광상용 채광로봇 모델

을 나타내고 있다. 해저열수광상을 채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

념 설계된 이 모델은 Fig. 4에서와 같이 주행을 하기 위한 주행 

시스템, 채광 작업을 하기 위한 붐-버켓 시스템, 전원공급 및 제

어를 위한 유압-전기전자 시스템, 그리고 부력재같은 부분시스

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행 시스템에서는 네 개의 궤도

형태의 주행 장치가 네 개의 다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 굴곡진 

지형을 주행할 수 있으며 경사면에서 수평을 유지하기 쉬운 형

태를 띠고 있다. 또한 굴삭기와 유사한 형태의 채광 시스템이 

앞쪽에 달려있어 붐을 확장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전

형 버켓이 연결되어 있다. 수중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각 

부분시스템별로 부력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Table 1에 각 부

분시스템에 대한 중량 및 부력이 나타나있다.

Fig. 3 Numerical Simulation Model for SMS Mining Robot

main frame boom-boom
system

buoy system

electronic and
hydraulic system

driving system 

Fig. 4 Subsystem of SMS Mining Robot

항 목 중량[kg] 부력[kgf]

메인 시스템 6442.8  2712.2 

버켓 부분시스템 4420.0  837.5 

유압/전기전자 부분시스템 3110.8  537.5 

주행 부분시스템 19185.1  2566.0 

총 합 33158.6  6653.2 

Table 1 Mass and buoyancy of SMS mining robot's 

subsystem

3. 해저열수광상용 주행차량 수치해석 모델링

3.1 상대조인트좌표계

본 절에서는 해저열수광상용 주행차량 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된 상대조인트 좌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대 병진 운동

과 회전운동을 하는 다물체 시스템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x-y-z는 관성 좌표계 (inertial reference frame), x'-y'-z'는 

조인트 기준 좌표계(joint reference frame)로써 물체 기준 좌표

계(body reference frame)가 된다.

Fig. 5 A pair of connected body

물체 i를 물체 j의 inboard body라 부르며 x-y-z로부터 ri로 정

의되어 진다. 또, 물체 k를 j의 outboard body라 정의한다. 이 

때 outboard body의 가상변위, 국부 속도, 국부 가속도는 

inboard body의 가상변위, 국부 속도, 국부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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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는 행렬이며, ijq 는 

물체 j의 기준 좌표와 물체 i의 조인트 좌표계 사이의 상대 운동

을 나타내는 조인트 좌표이다. 또한 ijh ′′는 조인트의 회전축 방향

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이다.



3.2 해저열수광상용 해석 모델 토폴로지

해저열수광상용 채광로봇은 Fig. 6과 같이 개루프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 4에서 메인프레임 및 부력재, 유압-전기전

자시스템을 하나의 물체로 가정할 수 있으며(Fig. 6의 2번 물체) 

붐-버켓시스템에서 버켓을 하부붐과 하나의 물체로 표현하였다. 

또한 주행시스템에서 베이스프레임에 연결되어있는 네개의 다

리와 그에 연결되어있는 궤도시스템을 각각의 물체로 나타내었

다. 각 궤도시스템에 작용하는 궤도-지반 역학 관계는 궤도시스

템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현가장치를 나타내

기 위하여 Fig. 6에서 1번 물체와 5,7,9,11번 물체 사이에 스프링 

댐퍼 모델을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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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pology of SMS miner robot

3.3 해저열수광상용 해석 모델 운동방정식

해저열수광상용 채광로봇은 다음의 식 (4)와 같은 가상일의 

원리에 의한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nbd

1i
iii

T
i 0QYMδz &

 (4)

여기서 M은 관성행렬이며, Q는 힘벡터를 나타낸다.

각 물체에 대한 가상변위로 이루어진 일반좌표계는 속도변환

행렬 B와 각 조인트좌표계로 나타낸 식 (5)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 (5)를 식 (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상대조인트좌표계로 표현

된 운동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구속조건을 포함하여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qBδδz = (5)

( ){ } 0λΦQYMBδq T
q

TT =+−& (6)

여기서, 각 물체의 가속도 Y& 은 식 (7)과 같이 조인트좌표계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B  및 B& 은 3.1절의 식 (1)~(3)에서 

정리한 ijB 에 대한 행렬로 표현된다.

qBqBY &&&&& += (7)

3.4 해저열수광상 지반 모델링

해저열수광상용 주행차량의 지반 모델은 각 트랙을 Fig. 7에

서와 같이 작은 메쉬로 나누고 각 노드점에서의 침하량 및 침

하속도를 이용하여 수직력을 계산하고, 지면과의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마찰계수를 산출하여 마찰력을 산출하는 일반적인 

쿨롱마찰(Coulomb friction)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Haug, 1986)

Node

Mesh

L

B

Fig. 7 Mesh and node of track

해저열수광상의 지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반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저열수광상의 해석 모델을 

위한 지반의 특성 값을 획득하기가 어려워 지반 역학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단

편적인 해저열수광상의 지반 특성을 이용하여 지반 모델링을 

하였다. 해저열수광상의 지반 특성은 풍화암과 유사하다. 풍화

암의 일축 압축 강도(UCS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는 

대략 11MPa에서 38MPa 정도로 비교적 단단한 지반으로 이루

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홍섭, 2009) 또한 풍화암의 탄성계

수는 대략 500ton/m2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반 특성 값

을 이용하여 해저열수광상용 주행차량의 침하량을 FEM s/w

를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대략 12mm가 침하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역으로 각 node점에서 평형 상태일 때의 

힘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스프링 상수를 계산하여 적용하였

다.

3.5 해석 프로그램 flowchart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implicit 적분방법의 대표적인 

newmark 적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flowchart가 Fig. 8에 나타나 있다.

Fig. 8 Flowchart of dynamic analysis program



4.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 프로그램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동일한 모델을 상용해

석프로그램에서 모델링 하고 초기 속도를 5m/s로 주었을 경우

에 대한 직진주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때 붐은 

초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Fig. 6에서의 2번째와 3번째 조인트에 

매 시간마다 위치, 속도, 가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드라이버 모

션을 인가하였다. 이는 식 (6)에서 구속조건식에 해당하는 자코

비안 qΦ 의 null space를 계산하여 운동방정식에 곱해줌으로써  

λ가 제거된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김

형우, 2001)

Fig. 9와 Fig. 10은 기준물체 (Fig. 6에서 1번 물체)의 진행방향

과 수직방향에 대한 위치, 속도, 가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위치 값은 지구 고정 좌표계로 나타낸 값이며, 속도 및 가속도

는 물체 기준 좌표계로 나타낸 값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차량에 

초기속도를 가하게 되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하여 일정량 전진하

다가 멈추는 결과를 보여준다. 상용해석프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해석프로그램의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Longitudinal position,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base 

body

Fig. 10 Vertical position,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base 

body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저열수광상용 주행차량의 동적 거동 해석 프

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효과적이고 빠른 해석을 위하여 상대

조인트 좌표계를 이용한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으며, newmark 

적분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해저열수광상 지반을 접촉모델로 

나타내어 적용하였으며, 굴곡진 지형을 주행하기 위한 현가장치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상

용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일한 모델을 완성하여 해석 결과

를 비교하였다.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반과 접촉하는 순간 외력이 작용하

여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분간격을 키우면 원

활한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과값이 발산을 한다. 또한 적분

간격을 줄이면 interation 횟수가 증가하여 해석시간이 증가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에는 상황에 따른 적분간격을 조

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연약지반과 같은 

다양한 토양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며, 또한 정속 주행 및 자세제

어가 가능하도록 Simulink와의 cosimulation까지 확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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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수배관에서 직류 아크 용접한 용접부위의 부식특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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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orrosion potential 부식전위, Galvanic cell 갈바닉 전지, Welding metal 용접금속, Heat affected zone
열영향부, Shielded metal arc welding, 금속피복아크용접, Inert gas arc welding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ABSTRACT: The seawater pipe of the engine room in the ships is being surrounded with severe corrosive
environment caused by fast flowing of seawater, its containing chloride ion and high conductivity etc.. Therefore it
is often to occur the leakage of the seawater due to its local corrosion, and its leakage part is usually welded by
shielded metal arc welding with various filler metals. In this study when the sea water pipe is welded with some
types of filler metals(E4311, E4301, E4313 and E4316), the difference of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ir welding
zones was investigated with an electrochemical method. Although the corrosion potential of weld metal zone
welded with E4316 filler metal showed the lowest value than those of other filler metals, however its corrosion
resistance exhibited the best value compared to other filler metals. In addition, all of the weld metal and heat
affected zones exhibited a relatively better corrosion resistance than those of the base metal zones. In particular, the
weld metal and heat affected zone welded with E4316 filler metal showed the best corrosion resistance among the
filler metals. Furthermore, the hardness of all weld metal zones exhibited a higher value compared to the base
metal zone.

1. 서    론 

선박의 해수 배관의 용접 방법은 신조선의 경우 탄산가

스 아크 용접이나 불활성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을 주로 이

용하고,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 및 항해중인 선박의 경우 

보수용접으로 피복아크 용접을 선박 자체 내에서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선내에서 실시하는 보수용접 중 약 70% 정도가 

해수배관의 보수용접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수 배관의 

파이프 내부는 최대 3m/s의 유속으로 해수가 유동하며 

2kgf/cm2 ~ 3kgf/cm2의 수압을 받고 있으므로 항상 가혹

한 부식 환경 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수배

관의 내부를 특수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수가 커

지고 가격이 고가이므로 일반 선박에서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재 해수배관의 파이

프에 대한 조선소 및 선박 자체내부의 보수용접에 주로 사

용하는 몇 종류의 피복아크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각 용접부위에 대한 조직과 경도의 비교고찰 및 부식특

성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비교고찰 하여, 용접부위의 부

식특성 및 상대적으로 우수한 해수배관 용접재료를 규명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해수 배관 사용수명의 

연장과 효율적인 보수용접을 위한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

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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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sition (%)
Y.P.

(N/mm2)

T.S.

(N/mm2)

E

(%)C Si Mn P S Cr Ni Cu

0.21 0.23 0.50 0.017 0.006 0.02 0.01 0.01 300 485 26.5

2. 사용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용접 재료 및 용접방법

실험에 사용한 해수 배관용 강관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심리스 파이프(seamless pipe)이며, 중국규격 GB/T

8163-2008로 그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사

용한 재질의 치수는 φ 76×6T×100L이며 Fig. 1과 같이 가공하

여 맞대기 용접을 2층으로 한 후 용접 부위에 대한 실제의 시

험편을 Fig. 2와 같이 제작하였다.

Table.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y

of G8/T8163-2008

2.2 실험 방법 

각각의 용접부위에 대한 경도와 부식에 대한 전기화학적

실험을 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시험편을 용접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기계 절단, 가공 한 후 샌드페이퍼로 2000

번까지 연마한 후 각각의 시험편을 에칭(etching)하여 용

접열영향부(HAZ, heat affected zone)와 용접금속(WM, weld

metal)을 구분하였다(Fig.3 참조). 그리고 내식특성 실험을 

위하여 표면적을 0.25cm
2 만을 노출시키고 다른 부분은 

에폭시로 절연한 후 각종 전기화학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 Variation of polarization curves of weld metals

zones welded with various filler metals

Fig 1은 각각의 용접봉으로 용접한 후 용접금속부의 양극 및

음극 분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E4316으로 용접한 용접금속부가 정성적으로 가장 내식성이

우수한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4313 용접봉으로 용접한

용접금속부의 내식성이 가장 좋지 않은 경향을 알 수 있다.

Fig. 2는 Table 4의 값을 알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용접봉으로 용접하였을 경우

모재금속부에 비해서 열영향부와 용접금속부의 내식성이 우

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특히 E4316의 용접봉의 경우 내

식성이 우수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corrosion current densities of

each welding zone welded with various filler metals

4. 결  론

지금까지 해수배관 보수용접을 위해 4 종류의 용접재료

로 피복아크용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E4316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 용접금속부의 부식전위

는 다른 용접재료에 비해서 가장 비한 값을 나타내었으

나 내식성은 가장 우수하였다.

2. 용접재료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금속부와 열영향부는 

모재금속에 비해서 양호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3. 모든 용접금속부의 경도는 모재금속부에 비해서 비교

적 높은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특히 E4316 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 각 용접부의 경도가 다른 용접봉으로 용접

한 용접부에 비해서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었다.

4. 표면의 조직이 미세 할 수록 내식성은 양호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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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the components of marine and offshore structures are subjected to cyclic loading during their service time due to
action of seawater waves and the sea environment in general. Fatigue failures in these structures can take place at sites of high stress
concentration that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jor categories, that is, base material and weld joints. However, tt is well known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scatter is shown in experimental results relating to fatigue crack growth even under identical and constant amplitude
cyclic loading conditions. And also, it is well known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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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arte (FCGR) for the FCAWed API 2W Gr. 50 steel weldment typically applied for offshore structures. In
order to investigate clearly the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for the materials of three different zones WM, HAZ and BM,
experimental fatigue crack growth tests for each five specimens were performed on ASTM standard compact tension (CT) specimens
under constant amplitude cyclic loading. It was shown that the variability of FCGR for WM specimen was higher than those of HAZ
and BM, especially in low driving force region, and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FCGR was followed well Weibull distribution.

1. 서    론

최근의 해양구조물 및 대형 선박의 경우 그 사용조건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에 따른 고강도, 극후물재

의 강재 적용이 증대되고 있으며(1)
, 이들의 안전성은 이전보다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Fig. 1(2)과 같은 TLP, FPSO 그리고 SPAR 등과 같은 대형 해

양구조물과 10,000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과 같은 비

교적 대형 구조물 등의 조립에는 60∼80mm이상의 극후판 구조

물용 강재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과 같은 저온 환경하

에서 사용되는 해양구조물의 고강도, 고내구성의 확보를 위해 

강판의 두께가 80mm이상의 극후판 강재 사용이 요구되고 있

다.(3) 이러한 극후판 구조물의 조립에는 일반적으로 다층 용접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선급에서는 이들 용접부의 피로강도나 

CTOD 등과 같은 파괴 설계 기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신저자 김선진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051-629-6163 sjkim@pknu.ac.kr

해양구조물용 강재의 용접법에는 SMAW, SAW, GMAW 그

리고 FCAW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저온에서의 샤르피충격 성능 요구에 대응 가능하고, CTOD

의 요구에도 대응 가능하다. 특히, 플럭스코아드아크용접

(FCAW)은 자동화가 용이하고 용착 속도가 좋으므로 후판의 용

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API 2W

Gr. 50 강재는 해양구조물용 후판 강재로 인장강도가 500MPa급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Fig. 1 Types of offshore structures and their working wa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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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curves for Virkler data set

최근의 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더불어 심해저 해양개발, 북극

지방으로의 자원 확보를 위해 강재 개발 측면에서도 고강도, 고

인성, 극후판 그리고 우수한 용접성을 고려한 API 2W Gr.50 강

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해양구조물용 강재의 용접 부재는 구조건전성의 관점에서 비

교적 장균열의 피로균열전파가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피로균열전파 과정은 일반적으로 하중, 재질,

기하학적 조건과 같은 많은 변동성의 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다.

오늘날 피로균열전파의 과정이 본래 확률적인 현상이라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례로 Fig. 2는 Virkler 등의 2024-T4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피로균열전파 시험결과를 나타낸다.(9)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 조건의 일정 진폭 반복 하중하에서 

잘 제어된 실험하에서도 그 피로균열전파에는 불규칙성이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시험편의 기하학적 

형상이나 하중과 같은 성질의 변동에 의한 것은 아니다. 피로균

열전파의 미시적 과정이 본질적으로 확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

로, 균열전파에 관련한 법칙의 파라메터의 결정론적 취급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피로파괴가 안전성, 신뢰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

는 경우에는 모재 및 용접부재의 피로특성에 대한 불규칙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확률론적 수명예측 방법과 해석에 필요한 충분

한 확률․통계적 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진폭 반복 하중하의 

피로균열전파의 불규칙성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두께 

60mm의 해양구조물용 API2W Gr. 50 강재의 다층 FCAW 용

접을 수행하여 ASTM 표준 CT 시험편을 이용하여, 용접부재

(WM), 열영향부재(HAZ) 그리고 모재(BM)에 대하여 동일 기

하학적 형상과 동일 균열길이에서 동일한 일정 진폭 반복 하

중 조건하에서에서 동일의 실험자가 피로균열전파시험을 

ASTM E647 규정에 의하여 주의깊게 수행하여, 3가지 다른 재

질, 즉 WM, HAZ 그리고 BM이 피로균열전파율의 불규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및 용접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해양구조물과 선박 등에 주로 사용

되는 고장력강인 API 2W Gr. 50강재를 사용하였다. 본 재료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Table 1 및 Table 2에 각각 나타

낸다.

용접에 사용된 본 재료의 두께는 60mm이며, 다층 FCA 용접

방법으로 동일재료를 X 타이프의 맞대기 용접을 AWS A5.20

Spec.에 따라 수행하였다. Fig. 2는 본 용접에 사용된 판재의 형

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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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편 채취 및 실험방법

피로균열전파율의 불규칙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편은 

ASTM E647 규정에 의한 폭이 50mm 그리고 두께 12.5mm인 

표준  CT (compact specimen) 시험편을 사용하였다. 시험편의 

채취방향은 Fig. 3과 같이 압연방향과 균열의 전파방향이 직각

(L-T direction)이 되도록 하였으며, WM, HAZ 및 BM재에 대

한 시험편의 채취 위치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험편은 

상부에서 2/3지점에서 시험편을 채취, 가공하였다. 또한 시험

편의 기계가공시 평면부는 열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앤드밀과 

정면커터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며, 기계 노치부는 방전가공으

로 행하였다. 각각의 재질에서 5개, 총 15개의 CT 시험편 사진

을 Fig. 4에 나타낸다.

피로균열전파율 실험에 이용한 실험 시스템은 시험편에 하

중을 부하하는 용량 100kN의 전기유압서보식 피로시험기

(Instron Model 8821S)를 사용하였으며, 시험조건은 실험실의 

대기중에서 응력반복속도 10Hz, 응력비 0.2의 정현파 인장-인

장 일정하중제어 방식으로,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5개의 시험

편에 대하여 동일 실험자가 동일의 하중 조건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어한 △P는 14,400N으로 제어하였

으며, 균열길이는 피로시험중에 하중과 클립 게이지로부터 측

정한 균열개구변위를 자동계측하여 Ashok Saxena등이 제안한 

식20)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균열길이가 약 0.2mm 증가할 때

마다 균열길이 a, 응력반복수 N, 최대하중, 최소하중, 최대개구

변위, 최소개구변위 등을 플로피 디스크에 자동으로 기록하였

다. 한편, 균열선단의 응력확대계수범위 ΔK는 ASTM E647-08

에 의한 식을 이용하였으며, 전파율은 시컨트법으로 구하였다.

  Fig. 5는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조건에 대한 하중 범위와 응

력확대계수범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Fig. 2 Shape and dimension of the plates used in FCAW

Fig. 3 Illustration of specimen cutting from the FCAWed part

Fig. 4 CT specimens for BM (top), HAZ (middle) and WM

(bottom)

Fig. 5 Schemetic diagram fo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3. 결과 및 고찰 

3.1 피로균열전파 거동의 불규칙성에 미치는 재질의 영향

Fig. 6은 용접부재(WM), 열영향부재(HAZ) 그리고 모재(BM)

의 시험편에 대한 응력반복수 N과 균열길이 a와의 관계를 나

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시험편에 대한 a～N의 

관계는 일정진폭하중하의 전형적인 형태인 곡선 형태를 보여

주지만, 동일 실험조건의 모든 재질에 있어서도 그 곡선의 기

울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과 같이, 동일 재질에 

있어서도 시험편간 피로균열전파율에는 변동이 존재함을 분명

히 알 수 있다. Fig. 1의 Virkler 의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재료의 전파저항의 국부적 

평균치가 시험편간에서 변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저자 등

의 다른 재료에 대한 응력확대계수 제어 피로시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균열길이 a0=12mm에서 

최종균열길이 af=25mm까지 전파하는 조건에서 열영향부재

(HAZ)의 피로균열전파 수명이 모재 및 용접부재의 수명에 비

하여 약 2배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재와 용접부재

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평균 수명을 나타났다. 용접부재와 

모재의 수명을 상세히 고찰하면 용접부재의 평균수명이 55784

cycle로 모재의 57083 cycle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이는 동

일 용접재에 대한 다른 하중범위의 실험 결과와도 잘 일치하

고 있다.*(ssh) 열영향부재(HAZ)의 피로균열전파 수명이 크게 

나온 것은 압축잔류응력의 유입에 의한 영향이라 사료된다.

다음 절에서 재질에 따른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성에 대하

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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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tigue crack growth curves for BM. WM and HAZ

3.2 재질별 피로균열전파율과 ΔK와의 관계

Fig. 7은 용접부재(WM), 열영향부재(HAZ) 그리고 모재(BM)

에 대한 각각의 시험편에 대한 피로균열전파율(da/dN)과 응력

확대계수범위와(ΔK)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피로균열전파율 da/dN는 동일의 응력확대계수범위 ΔK

에 있어서도 그 전파율에는 변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수명 예측을 위해서는 확률론적 취급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 실선은 전 시험편의 데이터에 대

한 평균 da/dN- ΔK와의 관계를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구한 

회귀직선을 나타낸다. Paris-Erdgron의 법칙에 의하여 구한 파

라메터 C와 m의 값을 각각의 그림 중에 나타내었다. 전파지수 

m은 BM, WM 그리고 HAZ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logC는 

반대로 HAZ, WM 그리고 BM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비교적 

낮은 구동력에서는 전파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며, 높은 구

동력에서는 변동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재질에 대한 시

험편간 C와 m의 분포는 비교적 대수정규분포와 정규분포에 

잘 따름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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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 between da/dN and ΔK for WM, HAZ and BM

3.3 재질별 피로균열전파율의 확률분포 

용접부재(WM), 열영향부재(HAZ) 그리고 모재(BM)의 시험

편에 대한 피로균열전파율의 분포는 2-파라메터 Weibull 확률

분포를 따름을 알았으며, Table 3은 재질별 임의의 구동력, ΔK

에 대한 전파율의 Weibull 분포의 파라메터 값을 나타낸다. 균

열선단에서의 균열성장의 구동력이 낮은 ΔK=25MPa(m)1/2에서

는 WM, BM 그리고 HAZ순으로 형상 파라메터 값이 크게 나

타났으며, 비교적 높은 균열성장의 구동력인 ΔK=45MPa(m)1/2

에서는 역으로 HAZ, BM 그리고 WM순으로 나타났다. 즉 높

은 구동력에서는 BM재의 변동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는 균열선단의 소성영역의 크기가 증가하여 미시조직의 평균

화를 반영하여 전파율의 변동이 적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Material

Property

Driving

Force

(ΔK)

Shape
parameter,
α

Scale
parameter,
β

Correlation
coefficient,
ρ

WM

25

35

45

4.53

35.07

46.07

1.00E-4

3.00E-4

5.00E-4

0.9822

0.8587

0.9805

HAZ

25

35

45

14.66

18.85

20.12

4.15E-5

2.00E-4

4.00E-4

0.8755

0.9733

0.9794

BM

25

35

45

6.75

17.48

25.05

1.00E-4

3.00E-4

5.00E-4

0.9822

0.8587

0.9805

Table 3 Estimated values of Weibull parameters

이상의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임의의 응력확대계수범위에 

있어서의 피로균열전파율의 확률분포는 모든 재질에 대하여 2-

파라메터 Weibull 확률분포에 비교적 잘 적합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WM재와 BM재에 있어서는 응력확대계수범위가 증가

하면 대체적으로 분포의 형상 파라메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HAZ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응력확대계수범위가 증가

하다가 감소하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의 원인으로

는 미시조직과 잔류응력의 영향으로 구동력에 따라 그 변동성

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5. 결    론

해양구조물용 API 2W Gr.50 강재의 다층 FCAW 용접재에 

대한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성을 고찰하여 피로균열전파율의 

확률분포가 Weibull 분포에 비교적 잘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AZ재의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응력확대계수범위에 의해서 WM재와 BM재의 변동 특

성과 다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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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racture toughness 파괴인성, AIS3000 압입시험기, SEM 주사전자현미경, Fracture 파단면,
Thick plate welded material 후판 용접재

ABSTRACT: Recently, shipbuilding design techniques is developing so fast. As a result, vessels and plant became large, and is required
arctic vessel for polar resource development. However, steel show brittle nature at reduce temperature. So research of character is
increased under low temperature. In this study, thick plate has been used to measure the fracture toughness to evaluate at low
temperature, using AIS3000 indentation tester and impact tester. And micro structure analysis for fracture surface has been observed by
SEM.

1. 서    론

조선 산업의 발달로 인해 FPSO, Drill Ship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 시장 중심이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 복합 구조물의 건조

에 있어서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극지 자

원 개발을 위해 해양구조물의 사용조건이 더욱 가혹해 지고 

있고, 특히 60mm 이상의 두께의 후판 용접에 있어 파괴인성

(CTOD) 시험은 필수 시험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저온에서의 

인성 확보에 큰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강성원 등, 2004). 그

러나 CTOD와 같은 시험법은 표준화된 시편이 요구되고, 용

접과 같이 불균일한 형상을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시편제작 없이 현장에 직접 적

용 할 수 있는 계장화압입시험이나, 상대적으로 실험이 간단

한 충격시험이 대안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의 용접재로 주로 쓰이는 EH36

강을 CO2Auto welding machine을 이용하여 용접을 실시하

고 계장화 압입시험기인 AIS3000를 사용하여, 상온(18℃),

0℃, -20℃ 그리고 -45℃의 저온환경 하에서 모재 부, 열 영향 

부, 용접부의 파괴인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충격실험을 한 후 

파면 관찰을 위해 그 파단면을 주사전자 현미경(SEM)을 이용

하여 EH36강의 저온강도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교신저자 허선철: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국치길 38

055-772-9111, schuh@gnu.ac.kr

2. 실험방법

2.1 시험재료 

시편은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두께 40mm에 EH36강을 사

용하였다. Table.1 에는 화학적 성분표를 나타내었고, Table.2

에는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용접은 Fig.1 의 형태로 CO2

Auto 용접기를 사용하여 V형 맞대기 용접을 실시하였다.

Table.3은 각 bead별로 용접조건을 나타내었다.

Table.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

Steels C Si Mn P S

EH36 0.09 0.12 1.48 0.008 0.003

Table.2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Steels Ys(MPa) Ts(MPa) Em HV

H36 350MPa 610MPa 80GPa 208

Table. 3 Welding conditions.

Welding
sequence

Welding
Machine

Voltage Current Welding
time(Sec)

1 TIG 160A 90 Sec

2 CO2 25V 220A 130 Sec

3 CO2 26V 250A 135 Sec

4 CO2 26V 250A 140 Sec

5 CO2 26V 250A 150 Sec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cross section of welding part

2.2 충격시험

Charpy V-notch 충격시험은 KS B 0526,0821, 0865 규정에 

따라 Fig. 2와 같이 용접 표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가공하였다.

시험은 Base, HAZ, Weld부에서 상온, 0℃, -20℃, -45℃의 조

건으로3번씩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KS B 0810에 따라

충격시험을실시하였고, 드라이 아이스 배쓰에서 액조에 5분

이상 유지시킨 후 5초 이내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2 Shape of impact test specimen 

Fig. 3 Photo of charpy impact tester

2.3 압입시험

압입시험은 Fig. 5와 같이 계장화 압입시험기인 AIS3000에 

고저온 챔버를 연결하여 상온, 0℃, -20℃ 그리고 -45℃의 저

온조건을 부여하여 파괴인성을 측정을 하였다. 이 장비는 별

도의시편제작이필요없고, 시험법이간단하다는장점이 있

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Fig. 4와같이 시편으로 가공을 하였다. 측정은 Weld zone,

HAZ, Base를 10mm 간격으로 spherical 압입자, vikers 압입자

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Fig. 4 shape of the indentation specimen

Fig. 5 Indentation tester with high/low temperature chamber

2.4 파면관찰

각 온도 조건에서 충격시험을 실시한 후 시편의 파단면을 

주사전자 현미경(SE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파단 된 시편

을 10mm 로 커팅 하고,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 하였다.

Fig.6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3. 실험 결과

3.1 물성치 측정결과



Indentation 장비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치를 

측정한 결과이다. 항복강도에서는 Weld와 Base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HAZ부에서는 강도의 변화

가 크게 나타난다. 처음 RT에서는 459.5MPa로 다른 부위보

다 높게 측정되었지만, 온도 저하에 따라 항복강도가 Weld와 

Base 와 비슷하게 저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최대 인장강도

는 용접부와 모재부에서는 실험온도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조

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HAZ부에서는 0℃, -20℃에서 

RT에서 측정결과보다 많은 증가가 보였지만, -45℃에서 다

시 급격하게 저하되어 RT에서 측정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

왔다.

이 두 결과로 보아서, 저온환경에서는 HAZ부의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의 저하로 인하여 구조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HAZ부에 적절한 후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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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material properties

3.2 충격시험 평가

충격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Table. 4 과 Fig. 8

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HAZ에서는 다른 부분을 채취한 

시험편들과 비교를 하여보았을 때 흡수에너지가 낮게 

측정이 됨을 볼 수 있다. Fig. 8의 그래프를 보면, 먼저 

Base부와 weld 경우, 상온에서 다른 부위보다 다소 높

게 측정되었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흡수에너지가 낮

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HAZ부에서는 다른 2

곳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면서 온도에 따른 차이도 나

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완실험으로 압입시험과 파

면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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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 of impact test on graph

Table. 4 Result of impact test in table

Absorbed
[J]

Base metal HAZ Weld zone

RT 220.2 80.82 102.2

0℃ 232.2 84.9 214.7

-20℃ 177.6 64.7 157.7

-45℃ 150.3 61.6 138.0

3.3 압입시험 평가

Indentation시험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온도조건에 대

한 파괴인성 측정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전체 

적인 결과를 보았을 때, Weld부는 모든 온도에서 다른 

부위의 파괴인성 값보다 낮은 값을 가지고 있었고, 온도

가 낮아짐에 따라 파괴인성 값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HAZ부의 경우 이와 달리 0℃

까지는 파괴인성 값이 떨어지다가 -20℃에서 원래의 상

온 보다 더 높은 값이 나타났다. 앞에 항복 강도 측정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20℃에서 급격하게 저하되는 

양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를 알

아보기 위해 파면을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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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of fracture toughness 



3.3 파면관찰

각 온도 조건에서 충격 시험편의 파단면을 측정한 결과이

다. 주변부에 중앙 파면에 대해 45° 경사진 면으로 나타나는 

Shear lip영역의 비율로 비교하였다. 먼저 Fig. 10과같이  

Base의 경우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면의 옆에 Shear lip 의 면

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온도가 낮아 짐에 따라서 취성 

파괴 양상이 보여진다. 하지만 HAZ부에서는 shear lip 형상

은 보이지 않았다. weld부에서 역시 shear lip형상은 온도가 

저하되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a) RT (b) 0℃

(c) -20℃ (d) -45℃

Fig. 10 SEM micrograph of fracture surface in base
after Charpy impact test

(a) RT (b) 0℃

(c) -20℃ (d) -45℃

Fig. 11 SEM micrograph of fracture surface in HAZ
after Charpy impact test

이 결과 온도가 저하 될수록 base부와 weld부에서는 취성

적인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11

에서 HAZ는 별다른 shear lip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파면 

중간부에 횡방향의 경계면이 나타났는데, 이 경계면은 시편 

가공시 Base부와 weld부의 경계로 보여 지며 상온과, 0℃에

서 연성적으로 파괴되는 형상이 보여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를 할 예정이다.

(a) RT (b) 0℃

(c) -20℃ (d) -45℃

Fig. 12 SEM micrograph of fracture surface in base
after Charpy impact tes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강도 용접재에 대해 다층용접을 실

시하여 강도평가와 파괴인성평가, 그리고 SEM을 사용

하여 파면관찰을 하여 저온에서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저온환경에 적용성 검토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도에 따른 용접재의 강도 값은 온도가 저하 되

면서 HAZ부의 강도 값이 저하된다.

(2) 충격 시험 결과 다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S자형

태의 결과로 온도가 저하될수록 흡수에너지 값이 저하

되어 졌지만, HAZ부에서는 다른 위치와 결과가 다르게 

흡수에너지 값이 다르면서 온도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파괴인성값의 측정결과는 충격 시험결과와 유사하

게 온도가 저하되면서 파괴인성 값이 저하되어지고, 이 결

과 온도에 따라 취성적으로 파괴되어졌다. 하지만  HAZ

는 값이 크기는 변화가 있지만 최저 값이 다른 값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 파면 관찰 결과 Base와 Weld는 앞의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HAZ부에서는 Shear lip형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차후 추가적인 영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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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iction stir welding has the advantage that many of the welding parameters, e.g. tool design, rotation speed and travelling
speed, can be controlled in a precise manner, thus controlling the energy input into the system. Therefore,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ing
aluminium were tested, the residual stresses induced by the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conducted with 500rpm and 100mm/min was also
measured. The stresses in the test specimen peaked at -9Mpa and had the conventional "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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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troduction

Friction stir welding (FSW) is a newly developed joining

process that has attracted tremendous interest in research due

to numerous advantages over traditional fusion welding,

including nearly defect-free welds with minimized cracking,

fine grain structures and minimize4d distortion; in addition

friction stir welding is also an important new welding

technique with potentially significant application in the

automotive and aerospace industry. Furthermore, its

applicability to aluminium alloys, in particular dissimilar

alloys or those considered "unweldable" by conventional

welding technique. such as tungsten inert gas welding, make

it an attractive method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1]

The frictional heating and severe plastic deformation

involved in FSW can induce significant residual stresses. The

residual stresses in FSW aluminium alloy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see, for example, Refs. [2-8] Generally, the

maximum tensile residual stresses along the welding direction

are measured as ~20-50% of the yield strength of the base

metal for Al alloys. Therefore, knowledge of residual s0tresses

is crucial if accurate property measurements are required.

2. Mathematical Formulation

The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are Al6061 T6

and Al7075 T6 plates of 6.5mm thick, and the chemical

compositions are listed in Table. 1. The plates of Al6061

T6 and Al7075 T6 were cut into equal regular welding

samples of 460mm long and 97mm wide, and then

longitudinally but-welded by friction stir welding

machine. The welding parameters are listed in Table. 2.

The testing specimens for micro-structure and residual

stresses were wire-electrode cut from the friction stir

welded plate, as Figure. 1 shows the residual stresses

testing specimen. In addition, the micrographs were

documented by optical microscope for Al 6061 T6

specimen etched with: Immerse 10-20s (2ml HF, 3ml Hcl,

5ml HNO3 and 190ml H2O), wash in stream of warm

water; swab specimen with (1ml HF, 200ml H2O) for 15s;

swab with (3ml HF, 100ml H2O) for 10s; immerse 40s at

70 centigrade (25ml HNO3, 75ml H2O) then rinse in cold

water; immerse 1-3mins in (10ml H3PO4, 90ml H2O) at

50 centigrade; immerse in the solution (8g Na2SO4, 100ml

H2O) for few seconds to 1min, based on ASTM

E407(2002).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Al 6061 T6

Table 2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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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idual stress testing specimen and testing point

This test method is applicable to apparatus intended for

X-ray diffraction macroscopic residual stress measurement in

polycrystalline samples employing measurement of a diffraction

peak position in the high-back reflection region, and in which

the θ, 2θ, and ψ rotation axes can be made to coincide. [9]

The X-Ray diffraction stress measurement geometry and

angles defined is shown in Figure 2.

Fig. 2 X-Ray Diffraction Stress Measurement Geometry and

Angles Defined

Sample size depends upon the dimensions of the incident

X-ray diffraction. When using molybdenum radiation, select

peaks in the range from 28 to 40 degree 2θ for the best

results.

Principle formula for X-ray stress:

On the basis of elasticity theory, for a macroscopically

isotropic crystalline material the formula to express the

strain in the direction defined by the angles φ and ψ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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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oordinate systems and Ψ configuration are shown in

figure 2.

Ψ: the angle between the normal of the specimen and the

normal of the diffracting planes

Φ: The angle between a fixed direction in the plane of the
specimen and the projection in that plane of the normal to
the diffracting planes.

Biaxial stress analysis:       and Ψ=0

measurements are done predominantly on a certai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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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 the stress state is biaxial then experimentally a straight line

should be obtained. The stress, , is calculated from the slope

of the straight line.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were taken on X-Stress 3000

using X-ray diffraction technique with Cr-Kα radiation (Rigaku

Strain) and the testing points are marked in Figure 1. The

residual stress was measured by the X-ray beam Φ3mm. A

Cr tube was operating at 30KV and 6.7mA to produce Kα 

x0RAYS. X-rays were counted for 4 seconds at each step

using a scintillation counter at angles (ψ) 0º, 18º, 27º, 33º

and 40º. Here ψ is the angle between the normal to the

specimen surface and normal to the diffractive face. The

diffractive angle 2θ without strain was 139.0º.

3. Results and Discussions

3.1 Micro-structure

Figure. 2 shows the micro-structure of welded Al

7075 T6 and Al 6061 T6, we can see the existence of

the lamellar structure in the base metal (BM) of Al 6061



T6, however, in the heat affected zone close to BM Al

6061 T6 the structure starts to changing and is smaller

and more intensive. When it transits to the weld zone,

the structure shows a finely granular condition which

indicates the results of the highly re-crystallization

process. The lamellar structure is observed in the heat

affected zone close to BM Al 7075 T6. Compared with

the lamellar structure in the heat affected zone the

structure of BM Al 7075 T6 is larger.

Fig. 3 Micro-structure of welded Al 6061 T6- Al 7075 T6 (a)

BM of Al 6061 T6; (b) Heat affected zone close to BM Al 6061

T6; (c) Weld zone; (d) Heat affected zone close to BM Al 7075

T6; (e) BM of Al 7075 T6.

3.2 Residual stress

The residual stress result is shown in figure 3. The

zero point of X-axis represent the point 1, 2, 3 in the

figure 1.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follows typical

observations for FSW in aluminum alloys. The residual

stress peaks in the heat affected zone just outside the

weld region on both sides giving an "M" shape in

figure below. The peak value occurs because of local

frictional heating at the tool-material interface. The

hotter material is constrained by other material during

cooling resulting in the peak value.

Fig. 4 Linear graph of the residual stress result

4. Conclusions

The measurements by the X-ray diffraction of residual

stresses in friction stir welds between 6.5mm thick plates of

welded Al 6061 T6 and Al 7075 T6 allow several conclusions

to be drawn.

(1) Based on the micro-structure we noticed the

re-crystallization of the grain and the finest grain we

got is in weld zone.

(2) According to the residual stress result, the typical

"M" profile is observed and the residual stress of -9Mpa

is peaked in the heat affected zone just outside the

weld zone close to BM Al 6061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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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교반용접한 이종간 알루미늄 합금의 피로균열진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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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of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of
Friction Stir Welded dissimilar Aluminum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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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riction Stir Welding 마찰교반용접, Aluminum alloy 알루미늄 합금, Fatigue crack Growth 피로균열진전, Fatigue life
피로수명, Fracture surface 파면

ABSTRACT: The presence of a crack can increase local stress or strain and cause inelastic deformation and significantly reduce the life
of a component or structure. So in this study the fatigue crack growth (FCG) behavior of friction stir welded Al 2024 T3 - Al 7075
T6 specimen was examined with the fatigue crack growing parallel to the dynamically recrystallized zone at variable ΔK values and an
R ratio of 0.3. In addition, the FCG of base metal Al 2024 T3 and Al 7075 T6 were tested at the same conditions and parameters as
comparative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with base metal Al 2024 specimen which had the best fatigue property, the
fatigue cycles of the welded specimen was only 88% of base metal Al 2024.

1. 서    론

알루미늄 합금은 내식성과 강도가 좋으며, 비중이 약 2.7

로 연강의 약 1/3의 경합금이므로 공업용이나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알루미늄 합금은 용접성이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개할 마찰교반용접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용접법으로 주목 받고 있

다. 알루미늄 합금의 넓은 응고온도 범위와 용접중 발생하

는 열에 의한 균열 문제 등으로 인해 용융 용접의 적용이 

어려웠던 고강도 시효경화형 Al 합금에 대해 리벳 접합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박원조 등, 2006; Lee

et al., 2008)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

게 용접할 수 있지만, 용접금속 내의 기공발생, 슬래그 또

는 텅스텐 섞임, 용접균열, 열 영향부의 연화와 내식성의 

저하 등의 각종 결함이 생기기 쉽다. 이러한 결함의 대안

으로서의 마찰교반용접은 고상접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용융접합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

을 방지할 수 있고 변형이 거의 없어 기계적 성질이 우수

하다. 둘째, 아크 용접에 비해 공정 또한 단순하고 용

교신저자 박원조: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055-772-9113 wjpark@gnu.ac.kr

가재가 필요 없으며 용접재와 공구의 마찰열에 의해 접합

되어 진다. 셋째, 환경 친화적이며 접합 중 퓸(weld fume)

발생이 없고 유해 광선이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접합기술

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용조건에 맞는 알루미늄 

합금의 마찰교반용접조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또한 

마찰교반 용접재에 대한 피로균열전파거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용접조건이나 미세조직에 관한 연

구 그리고 정적강도 위주의 연구는 많으나 마찰교반용접

재의 피로균열전파 거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

다.(Sato et al., 2001; Jang et al., 2007; Kim et al., 2011)

피로균열진전 시험은 안전도가 최우선 과제이면서 경량화

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공기 구조물의 설계에서 매우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l 7075-T6와 Al 2024-T3를 이용하여 

이종간의 마찰교반용접을 실행하고 피로균열진전 특성과 

파면을 관찰함으로써 모재와 대비하여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폭 190mm, 길이 460m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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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의 알루미늄 판재로서 항공기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Al-Zn-Mg계 합금인 Al 7075-T6와 항공기, 선박 등의 구조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Al-Cu계 합금인 Al 2024-T3를 사용하였

으며,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실험에 사용된 두 재료의 

정적강도는 매우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강도는 Al

7075-T6가 우수하지만 연신율은 Al 2024-T3가 좋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Table 1과 Table 2는 각각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

의 화학적 조성과 기계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Al 7075-T6, Al

2024-T3

Cu Si Mg Zn

Al7075-T6 1.2 0.4 2.1 5.1

Al2024-T3 3.8 0.50 1.2 0.25

Mn Fe Ti Cr

Al7075-T6 0.3 0.50 0.25 0.18

Al2024-T3 0.3 0.5 0.15 0.10

Table 2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 7075-T6, Al 2024-T3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Elongation

Al7075-T6 596.42MPa 516.30MPa 0.171

Al2024-T3 498.35MPa 339MPa 0.268

Fig. 1 The illustration of the specimen and welding direction

Fig. 2 The schematic of CT specimen for FCG

Table 3 Friction stir welding conditions

Pin length 4mm

Pin diameter 3mm

Tilted -3°

Shoulder diameter 15mm

Travelling speed 100mm/min

Rotation speed 500rpm

2.2 마찰교반용접

마찰교반용접에 사용된 재료인 Al 7075-T6와 Al 2024-T3

를 Fig. 1과 같이 압연방향과 용접방향을 같게 하여 실시

하였으며 본 시험에서는 방향성을 달리 하여 AB 시험편은 

용접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좌측에는 Al 7075-T6 우측에는 

Al 2024-T3를 놓고 용접을 진행하였으며 (이하 AB시험편)

GH 시험편은 반대로 좌측에 Al 2024-T3 우측에 Al

7075-T6를 두고(이하 GH시험편) 용접을 진행하였다. 공구

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교반을 한다. 마찰교반용

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접합속도와 회전속도이다. 용접 

조건은 다음 Table 3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두께 5mm

의 알루미늄 판재를 접합속도 100mm/min, 회전속도 

500rpm으로 실시하였다.

2.3 피로균열진전

CT 시험편(Compact Tension)의 채취는 용접부의 중앙을 균

열의 진전되는 방향이 압연방향과 용접방향이 동일하게 T-L방

향으로 하였으며 시험편의 규격은 ASTM E647에 의하여 Fig.

2 와 같이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기는 

Servohydraulic Test System (MTS 810, 100kN)을 사용하였으

며 일정진폭 하중제어방식으로 반복인장을 가하였다. 예비 크

랙의 삽입조건은 주파수 9Hz, 적용하중파형은 정현파, 일정하

중진폭으로 노치선단에서 2.5mm 삽입하였으며 실험조건은 상

온에서 주파수 10Hz, 정현파, 응력비 R=0.3에서 실시하였다.

피로균열의 길이측정은 COD(Crack opening displacement)게

이지를 사용하여 컴플라이언스법으로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피로균열진전특성

a-N선도를 통하여 반복되는 사이클 N에 대한 피로균열의 

길이 a를 다음의 Fig. 3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응력비 R= 0.3

일 때의 모재와 마찰교반용접한 시편들의 피로수명 차이를 관

찰할 수 있으며 Al 7075-T6와 Al 2024-T3의 방향성은 Fig. 1에

서 설명했던 것과 같다. Al 7075-T6의 피로수명이 가장 짧고 

Al 2024-T3의 피로수명이 가장 길었으며 AB방향의 시험편과 

GH방향의 시험편 중 AB방향의 시험편이 좀더 나은 피로수명

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AB 시험편과 GH 시험편의 수명의 차

이가 나는 것은 Al 7075-T6에 비해 낮은 강도를 가지지만 보

다 긴 피로 수명의 특징을 가지는 Al 2024-T3가 공구의 전진 

측에 놓여져 교반 되어지는 것이 피로수명이 길게 된 원인이



라 사료된다. 크랙 깊이 28mm 지점에서 cycle의 비교는 Al

2024-T3가 N = 76,360회 Al 7075-T6가 N = 49,498회를 나타내

었고 마찰교반용접한 AB 시편이 N = 67597회, GH 시편이 N

= 57230회로 AB시편이 약 10,000사이클이 우수하며 AB 시편

은 Al 2024-T3 대비 약 88%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마찰

교반용접한 시험편 AB와 GH의 피로균열성장 속도가 Al

7075-T6보다는 느리나 Al 2024-T3 보다는 빨리 파단에 이르는 

이유는 이종간의 교반에 의한 특성이라고 본다. Fig. 4는 응력

비 R=0.3, 정현파, 주파수 10Hz로 하여 진행된 피로균열진전속

도(da/dN)와 응력확대계수(ΔK)의 관계 그래프이다. paris’ law

에 의하면 C는 재료상수이고 m은 피로균열진전지수가 되며 

재료, 응력비, 환경 등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본 실험의 재료

상수 C와 피로균열진전지수 m은 Table 4 와 같다. 일반적으로 

m값의 증가는 균열진전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재

와 비교하여 볼 때 피로균열의 진전이 느린 Al 2024-T3가 오

히려 m값이 큰 이유는 Al 7075-T6가 StageⅡ(중간속도영역)구

간에서는 더 느린 진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StageⅡ를 지

나 StageⅢ에 이르러서는 임계균열크기에 달하여 급격한 파단

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찰교반용접한 시험편 AB와 

GH를 비교 하여 볼 때 GH시편이 AB시편에 비해 m값이 크

므로 균열진전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

험의 결과로 균열초기의 da/dN값에서부터 마찰교반용접한 시

험편과 모재 시험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력확대계수

가 ΔK=13MPa․m0.5일때 모재인 Al 2024-T3는 da/dN=3.42⨉
10

-4이며 Al 7075-T6의 da/dN=4.88⨉10
-4
,용접재 AB의 

da/dN=3.45⨉10-4이고 용접재 GH의 da/dN=4.56⨉10-4이다.

Al7075-T6 모재 시험편에 비해 GH, AB 시험편의 순으로 균열

성장속도가 늦으며 Al 2024-T3시험편의 균열성장속도가 가장 

느림을 알 수 있었고 용접 시편 간에도 성장속도가 확연히 다

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듯이 시험편의 이종간의 접합시

에는 공구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재료의 위치 배열이 피로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Fig. 3 The a-N curve of Al 2024-T3, Al 7075-T6, FSW AB,

FSW GH

Fig. 4 The da/dN-ΔK curve of Al 2024-T3, Al7075-T6 and

FSW AB, FSW GH

Table 4 Experimental Constants by da/dN=C(ΔK)m for

Fatigue Crack Growth

C ΔK Range

Al 2024-T3 2.58X10-7 8.97≤ΔK≤15.48

Al 7075-T6 3.77X10
-7

9.23≤ΔK≤16.01

AB 4.81X10-8 9.48≤ΔK≤16.74

GH 2.65X10
-8

9.54≤ΔK≤17.73

m da/dN Range

Al 2024-T3 2.80171 1.25X10
-4
≤da/dN≤5.83X10

-4

Al 7075-T6 2.79369 1.83X10-4≤da/dN≤8.88X10-4

AB 3.46055 1.29X10
-4
≤da/dN≤8.20X10

-4

GH 3.80102 1.58X10-4≤da/dN≤1.79X10-3

3.2 파단면 관찰

피로균열진전 실험으로 파단된 시험편을 주사식전자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마찰교반용접한 시험편과 Al

2024-T3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합금의 전형적인 파면양상인 딤

플이 관찰되었으며 Al 7075-T6는 전형적인 취성 스트라이에이

션을 볼 수 있었다. Fig. 5는 응력확대계수 범위 ∆K=12MPa․

m0.5이 되는 부분의 스트라이에이션과 응력확대계수 범위 ∆

K=15MPa․m
0.5이 되는 부분의 스트라이에이션을 비교하였다.

Al 2024-T3에서 관찰되는 스트라이에이션(striation)은 전형적인 

연성 스트라이에이션(ductile striation)의 형태로 Al 7075-T6의 

파면과는 달리 플래트(plateau)가 거의 직각으로 존재하는 모

습이 관찰 되어진다. 그리고 마찰교반용접한 시편에서도 연성

파괴의 흔적인 등축딤플과 플래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마찰

교반용접한 시험편이 Al 7075-T6에 비해 더 연성적인 파면을 

보인 이유로는 Al 2024-T3와 접합되어진 특징이라 보여진다.

스트라이에이션 한라인의 간격은 1사이클당 균열진전거리와 

대응되며 Al 2024-T3와 Al 7075-T6와 마찰교반용접한 AB, GH

시편을 비교하여 볼 때 Al 2024-T3의 스트라이에이션의 간격

이 가장 좁게 관찰되었으며 Al 7075-T6의 스트라이에이션 간

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라이에이션의 간격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균열성장속도와 대응해보면 피로수명이 낮게 평

가됨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찰교반용접한 시험편의 스트

라이에이션은 모재에 비해 불명확하고 선명하지 않게 관찰되

었다.

(a) Al2024-T3 (e) Al2024-T3

(b)Al7075-T6 (f) Al7075-T6

(c) AB (g) AB

(d) GH (h) GH

Fig. 5 SEM fractography of fatigue crack growth(a, b, c,

d=∆K=12MPa․m0.5 e, f, g, h = ∆K=15MPa․m0.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종재인 Al 2024-T3와 Al 7075-T6에 마

찰교반용접을 실시하고 피로균열진전시험을 실시하고 그 

파면을 관찰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피로균열진전 시험을 상온에서 실시한 결과 Al

2024-T3의 피로수명이 가장 길고 Al 7075-T6의 피로수명

이 가장 짧았으며 AB 시편은 Al 2024-T3 대비 약 88%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2) Al 2024-T3가 공구의 전진측 방향에 놓여져 마찰교

반용접된 AB방향의 시험편이 GH방향의 시험편에 비해 

더 좋은 피로수명을 가진다.

(3) 본 실험에서 마찰교반용접된 알루미늄 시험편의 파면은 

Al 7075-T6 와 비교하여 더 연성적인 파면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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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 Current, Heat treatment, Room temperature, Deposition temperature

ABSTRACT: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TCO) are widely used a solar cell, a photoelectron etc., and an interest in regarding that
the flexible display which a characteristic of kept of element and light. In this study, ZnO/Ag/ZnO films were prepared on glass and
PET substrates by 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 for realize the flexible display. Change the current, deposition time, temperature
changes in the Chamber, heat treatment for optimization of the deposition conditions of ZnO layer ewer performed for better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and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 thin-film ZnO/Ag/ZnO films due to changes in the thickness
of ZnO.

1. Introduction

Zinc oxide (ZnO) is semiconductor with a wide direct

band-gap and a large exciton binding energy. ZnO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candidates for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TCOs) that can be applied in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solar cells, touch panel screens, and flexible displays.

TCO materials that are based on ZnO possess high

transparency in the visual region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are commonly used as front electrodes.

In this work, we will discuss the enhanced light transmission

through a nanostructure silver layer surrounded by zinc oxide

dielectrics ZnO/Ag/ZnO. The Ag layer has a

layer-plus-islands structure containing random Ag islands

distributed on a thin continuous Ag layer.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symmetric ZnO/Ag/ZnO multilayered films

will also be investigated for potential application in

transparent electrode.

교신저자 윤한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051-890-1642, hkyoon@deu.ac.kr

2. Experiments

2.1 Experiment

The ZnO/Ag/ZnO multilayer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glass and PET substrates using a zinc oxide (99.995% purity)

and metal Ag target (99.99% purity) by simultaneous DC

sputtering of ZnO and Ag.

Fig. 1 shows structure in the DC magnetron sputtering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Deposition

parameters
Conditions

Target ZnO Ag

Substrate PET, Glass PET, Glass

Base pressure 1x10
-6

1x10
-6

Working

pressure
1x10-3 1x10-3

Substrate

temperature

RT, 100°C,

170°C, 200°C

RT, 100°C,

170°C, 200°C

DC Power 0.1A~0.4A 0.1A~0.4A

Ambient gas
Ar(50 sccm),

O2(3sccm)
Ar(50 sccm)

Fig. 2 Transmittance curve of ZnO/Ag/ZnO films a

depending upon different Current.

Fig. 3 Transmittance curve of ZnO/Ag/ZnO films by

effect of the heat

Maintaining the target and substrate was 45°, The first

vacuum was maintained at 1x10
-6

torr and the

deposition pressure was 1x10
-3

mtorr. DC Power was

deposited by changing the 0.1A ~ 0.4A. ZnO thin film

deposition conditions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Deposition conditions of the ZnO/Ag/ZnO

multilayer thin films

2.2 Thin film analysis

X-ray diffraction (XRD) was used for deposited

ZnO/Ag/ZnO multilayer thin films in order to determine

the crystallization. Dependence of sheet resistance was

measured by four point probe for for evaluating the

electrical properties. the optical properties of thin films were

measured by UV.VIS.NIR Spectro photometer.

3. Results and discussion

3.1 Transmittance by different current

fig.2 shows the optical transmission spectra through by

change the Ag (0.1A, 0.2A, 0.3A, 0.4A), the deposition time

of Ag (6s) is fixed . The transmittance of the ZnO / Ag /

ZnO film by 0.1A at 400 to 800nm wasshowed the lowest

at 68%, 0.4A(mA) to 0.2A(mA) were showed a high

transmittance of over 80%. The highest transmittance of 85%

by 0.3A.

The low Current can reduced the transmittance by particle

bombardment (particle impact) damaged of Ag layer from

Ag thickness is thin, the structure of island by not

continuous film.

3.2 Transmittance by effect of the heat

fig. 3 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mittance and

wavelength by effect of the Heat of fixed thickness of Ag

layer. For ZnO/Ag/ZnO multilayer thin films, there is a

shift of the transmission peak, which is observed at 400–

800 nm. The maximum peak position of transmittance band

is at 490nm when the deposition time of Ag layer is 6s by

room temperature. effected by thermal ZnO thin films

showed a lower transmittance. transmission increased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got higher. However, the higher

the deposition temperature got, the lower transmission got.

3.3 Sheet resistance by different Current

fig. 4 sows the sheet resistance of a ZnO (20min)/ Ag

/ZnO(20min) multilayer by different Current (0.2A~0.4A)

with different average Ag layer sputtering time. 0.1A(mA)

did not get the resistance, because very thin films. The

sputtering time of the silver layer was varied from 10(s) to



Fig. 4 Sheet resistance by different Current of the

ZnO/Ag/ZnO thin films as a function of Ag

sputtering time.

Fig. 5 Sheet resistance by different temperature of the

ZnO/Ag/ZnO thin films as a function of Ag sputtering

time.

50(s). ZnO/Ag/ZnO films resistance was decreased as the

silver layer thickness increased. The enhancement of the

silver layer crystallinity with thickness result in the decrease

of the sheet resistance. sheet resistance was rising slightly

with decreasing Ag thickness. Also, sheet resistance was

rising slightly with decreasing Ag thickness and sheet

resistance of the ZnO/Ag/ZnO multilayer with increase of

Deposition of silver’ Current.

3.4 Sheet resistance by effect of the heat

Fig. 5 shows the sheet resistance of a ZnO (20min)/ Ag

/ZnO(20min) multilayer by 0.4A with different average

Ag layer sputtering time and different temperature(room

temperature, Heat treatment, deposition temperature)

and The sputtering time of the silver layer was

varied from 10(s) to 50(s). ZnO/Ag/ZnO films

resistance was decreased as the silver layer thickness

increased the variation of sheet resistance for

ZnO/Ag/ZnO films with the deposition temperature.

Sheet resistance of the multilayer increases with an

increase of substrate temperature. A sharp rise of sheet

resistance as the deposition temperature increased from

200 °C was due to the agglomeration of the Ag layer.

The surface scattering effect of electrons due to the

agglomeration of silver and the degree of oxidation on

the surface of the Ag thin film seemed to increase,

which might bring about the significant rise of

resistivity. the change of sheet resistance of the room

temperature prepared sample depending upon the

temperature of thermal treatment. The heat treatment

was carried out under vacuum, nitrogen and air

atmosphere. Sheet resistance decreases with an increase

of annealing temperature. above a certain annealing

temperature, there is severe interdiffusion of atoms and

oxidation of the metal layer which then increases the

sheet resistance of the multilayer.

4. Conclusion

ZnO/Ag/ZnO films were prepared on glass and PET

substrates by 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 for

developed as transparent conductive film with low

resistance. transmission and Sheet resistance increased as

the upper the current got good condition. however

current of 0.3A better then current of 0.4A. transmission

increased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got higher.

the higher the deposition temperature got, the lower

transmission got. and then Sheet resistance increased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got higher. the higher

the deposition temperature got, the lower Sheet

resistance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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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bric sail makes shape of sail as camber formed by both fluid force and support structures, and the sail general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aerodynamics of yacht that generates a lift force according to the shape of camber. In yacht design, high 
strength fabric is commonly required to keep the shape of camber. Sail is a complicated structure consisting of anisotropic material 
and very thin geometry. As the sail experiences an large deformation by the external force such as wind, test and evalua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of sail cloth are a critical research area in yacht design.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very important in study 
of analysis on fluid-structure 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ome sail clothes that are representatively used in 
sail yacht are acquired by tensile strength test. 

1. 서    론

세일링 요트는 세일에 작용하는 바람의 힘으로 항주하기 때문

에 세일의 성능이 최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세일은 

대부분 얇은 천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바람에 의한 동적 유체력

과 마스트, 붐과 같은 지지 구조에서 전달받은 외력에 의해 캠

버(camber) 형태의 세일 형상이 만들어지고 캠버형상에 따라 요

트의 추진원인 양력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Bak et al., 

2011). 세일은 일반적인 의류용 천에 비해 강도가 강한 고강도 

섬유이며 소재는 고강도 폴리에스터(polyester)나 나일론(nylon), 

그 밖에 기능성 산업용 섬유를 사용하여 세일요트의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소재를 사용한다. 세일이 풍압을 받으면 

세일을 고정하고 있는 부분에 인장력이 가해져 늘어날 여지가 

있고, 세일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설계한 캠버 형상의 과도한 

변형으로 세일의 추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변형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면서도 풍압과 인장력에 잘 견딜 수 

있는 강한 소재이어야 한다.

세일은 실을 직조하거나 여러 재료를 고압 접착하는 방법으로 

복합 적층되어 만들어져 구조적으로 복합 적층구조물(laminated 

composite)이다. 또한 0.2mm ~ 0.4mm 정도의 얇은 두께와 고탄

성 특성 및 경계조건과 풍압에 의해 큰 변위가 나타나는 

교신저자 송창용: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061-450-2732  cysong@mokpo.ac.kr

대변형 구조물이며 여러 재료를 적층하기 때문에 인장에 관한 

물성이 균일하지 못하는 이방성(anisotropic) 구조물로서 구조적

으로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기계적 물성치를 

확보하기 어렵다.

세일의 관한 연구는 세일의 기본 제원과 구성, 그리고 캠버와 

같은 세일 단면형상에 대한 연구나 축소모형에 대한 풍동 실험

이나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

한 수치계산으로 세일 성능 해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

나 이러한 연구는 세일을 변형되지 않은 강체로 간주하는 경우

가 많았다. 최근 Lee et al. (2011)과 Bak et al.(2011)은 실제 세

일천인 케블라(kevlar)에 대해서 풍압에 의한 세일의 변형에 대

한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여 풍압에 의한 세일의 구조적 

변형이 다시 유동과 유체력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세일형상 변

형과 연동하게 되는 세일의 유체-구조 연성해석 (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을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구조변형 

해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일천의 신뢰할 수 있

는 기계적 물성치와 다양한 세일소재의 기계적 거동에 대한 연

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일링 요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고강도 폴리에스테르 계열인 Dacron 7종의 밀도 및 인장강

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한 시편의 5종은 Dacron의 Ocean 

시리즈 중 455, 555, 655, 755, 855이며 숫자가 클수록 두께가 두

껍고, 2종은 폴리에스테르 필름(film)에 케블라(kevlar)와 카본

(carbon)을 적층한 복합 소재(blue and red laminates)로 두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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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소재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인장강도시험을 수행

하였다.

2. 세일 재료의 특성

 세일천에 사용되는 소재는 다양하여 소재의 특징을 고려하

여 세일요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를 적

용해야한다. 세일천의 소재는 다크론(Dacron), 폴리에스터

(polyester), 나일론(nylon), 케블라(kevlar), 스펙트라(spectra) 등 

많은 재료들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는 다크론(Dacron)으로 두께에 따라 세일링 요트의 규모가 

결정되고, 경주용 레이싱 세일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필름(film)

에 케브라(kevlar)와 카본(carbon)을 적층한 복합소재를 주로 사

용하며 크루즈용 세일의 경우 단기사용을 위한 순간 물성 향상

보다는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한 내구성 및 UV(ultraviolet)에 대

한 안정성을 위해 고강도 폴리에스터를 많이 사용한다. 

세일천의 재료적 특징은 세일섬유의 본질적인 물성(Modules, 

Tenacity, Flex Life, UV-resistance, Elongation, Flutter Stability)

과 섬유의 적층 혹은 섬유의 직조상태에 따라 세일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매우 다양한 세일 섬유(fiber)와 세일 천(fabric) 

소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소재의 적용이 세일 성능

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세일천을 제

작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직조와 적층이 있는데 직조방식에 의

한 세일 천은 가는 실을 사용하여 아래 위로 바느질 하여 제작

한다. 적층방식은 필름(film) 이나 스크림(scrim), 테피터(taffeta) 

등의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여러 겹을 겹쳐 고압접

착 하여 만든다. 스크림(scrim)은 얇은 직선모양의 얀(yarns)으로 

직조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큰 격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얀의 

수평방향 신장이 거의 없고 다른 스크림과 여러 겹을 겹쳐 만들

어 진다. 필름(film)은 등방성 플라스틱재질의 압출 성형된 얇은 

판(sheet)으로 듀퐁사(DuPont)의 MYLAR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필름은 모든 방향에 대해 신장이 작

으며 천의 대각방향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플라스틱 압출 제조

공정(laminating process)에서 원소결합력이 우수하여 공극율

(porosity)이 0인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 찢어지는 성질

과 잘 구겨지는 단점이 있다. 테피터(taffeta)는 표면에 엷게 적

층되어 있는 직조천으로 보통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되는데, 내구

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적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

합소재는 인장에 관한 세일천의 물성치가 균일(isotropic)하지 못

하기 때문에, 천을 구성하는 섬유방향은 모듈러스 관점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중소조선연구원 보고서, 2011). Fig. 1에

는 세일 천에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세일섬유 형태가 나타나 

있다.

Fig. 1 Types of sail fabrics used in sail cloth

3. 실험 방법

3.1 시험편 선정  

본 연구에서는 Dacron Ocean 시리즈 5종과 복합 소재 2종(red 

laminate, blue laminate)의 시험편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50mm × 200mm만큼 채취한 다음 인장강도 시험기에 파지시켰

다. 파지길이는 75mm로 하였다. 시험편의 설계제원과 실제 형

상은 Fig. 2와 3에 각각 나타나 있다. 

Fig. 2 Specimen Dimension

Fig. 3 A photography of a Specimen

3.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MTS사의 동하중장비(250kN)로서, 

장비에 장착되어진 로드셀(load cell)을 통해 변위 제어 시 발생

하는 하중변화를 측정하였다. 변형(strain) 값은 시험편의 형상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변위에 시험편의 길이를 나눔으로써 측정

하였다. 실험방법은 ASTM D 5035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험을 

통해 인장응력과 변형율을 측정하였다. 실험 속도는 2mm/min로 

실시하였으며, 시험편 종류별로 3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장

강도시험의 설정에 대한 실제 구성은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4 A photography of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 

MTS 250kN) and a specimen

4.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이는 각 시편의 

인장응력과 변형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시험편에 대한 밀

도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Specimen
Tensile

Stress (MPa)

Strain

(%)

Density

(g/cm
3
)

455

01 157.1 17.2

0.88902 165.4 17.3

03 166.3 16.7

555

01 76.6 21.3

1.04302 85.3 23.6

03 82.8 24.2

655

01 126.1 28.0

0.93302 127.5 27.2

03 130.1 27.1

755

01 106.4 25.7

0.88902 102.1 24.5

03 103.8 23.8

855

01 100.4 21.2

0.84202 99.2 22.2

03 99.1 21.8

red laminate

01 39.0 18.0

0.80002 49.4 19.0

03 46.8 17.8

blue laminate

01 74.5 37.5

0.95202 71.3 38.0

03 71.7 38.3

Table 1 Results of tests

Fig. 5 Stress-Strain Curves of Dacron Ocean Series and red

laminate, blue laminate

Fig. 5에서는 Dacron Ocean 시리즈 5종과 복합 소재 2종의 응

력-변형율 선도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로부터 Darcon 

Ocean 시리즈는 대체로 455에서 855로 갈수록 응력이 점점 작

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소재 2종의 경우 blue laminate

가 red laminate보다 인장응력이 강했으나, Darcon Ocean 시리

즈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세일천의 기계적 특성은 탄

성구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소성변형 구간이 길며, 파단까지 소

성강도가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Red 

laminate 시편의 소성구간의 거동 형태는 다른 재료 시편보다 

매우 복잡한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red laminate의 복합

적층구조가 복잡하고 파단에 대한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일링 요트의 세일의 인장강도와 변형율을 알

아보기 위해, 세일의 천으로 주로 사용되는 Darcon Ocean 시리

즈 5종(455, 555, 655, 755, 855)과 폴리에스테르 필름(film)에 케브

라(kevlar)와 카본(carbon)을 적층한 복합 소재 2종(red laminate, 

blue laminate)의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재료들

의 밀도 또한 측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Darcon Ocean 시리즈 중 455가 가장 큰 인장응력을 가지고 

있고, 555가 가장 작은 인장응력을 가지고 있다. 555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455에서 855로 갈수록 인장응력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복합소재는 blue laminate가 red laminate보다 더 큰 인장응

력과 변형율을 가지고 있다.

(3) Darcon 시리즈가 복합소재보다 더 큰 인장응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추후 파단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와 비선형 구조해석과 연계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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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실험 및 해석 기반 LNG 운반선 용 강화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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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LNG carrier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Thermo-elastic behavior 열탄성 거동,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RPUF) 강화폴리우
레탄폼, Finite element method (FEM) 유한요소법, Forced convection 강제대류.

ABSTRACT: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performance on LNG hold,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insulation material are considered 
a critical design factor under a cryogenic temperature. This paper presents the thermo-elastic behavior of the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RPUF) adapted for the insulation material of membrane type LNG carrier via both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s 
realizing the cryogenic condition. The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for thermal transfer and static 
compressive deformation on the actual RPUF specimen. The heat transfer simulations based on finite element method (FEM) include 
forced convection analysis. The heat transfer results are mapped on structural analysis model to carry out thermal coupled analysis. 
Thermo-elastic behaviors estimated by simulations are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1. 서    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이산화탄소 배출권 문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 특히 석유와 석탄이 주를 이루는 화석 연료 보다는 LNG 

(Liquefied Natural Gas)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LNG 관련제품의 지속적인 물량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 세

계적으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LNG 운반선 설계 및 건조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

루어지는 방열시스템 안전 성능에 대한 실험과 해석 기술의 

다양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왔으며(이준환 등 2007), 유체 구

조 연성해석을 이용한 LNG 운반선 방열시스템의 내슬로싱 성

능 평가도 진행되었다(이치승 등 2011). 또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방역시스템의 동적강도 특성 분석을 위한 방열시스템 

구성재료별 실험 및 충격시험(이준환 등 2007), 조선 해양 구조

물용 강재의 소성 및 파단 특성(정준모 등 2011), 선박 및 해양

구조물용 극저온 재료의 기계적 거동 특성(박웅섭 등 2011)에 

교신저자 송창용: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061-450-2732 cysong@mokpo.ac.kr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Mark Ⅲ Type의 

주요 방열재료인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RPUF)에 대

한 극저온에서의 열탄성 거동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LNG 운반선의 방열재료 중에 하나인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RPUF)에 관련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열전달 특성 및 열탄성 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범

용 유한요소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고 그 결

과를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극저온 상태에서의 방

열재료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제대류이론

을 적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극저온시험을 통해 얻어진 

냉각 온도와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강제대류해석

에서 산출된 온도분포 결과를 구조해석 모델의 열 하중조건으

로 맵핑(mapping)하여 열탄성 변형해석을 수행하였고, 극저온

에서의 압축 시험을 통해 시험적으로 측정된 저온 상태에서의 

변형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방열재료의 밀도에 변화에 따른 

열전달과 열탄성 변형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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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인 배경 

2.1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RPUF)

 Reinforced Polyurethane Foam(이하 RPUF)은 고밀도의 액

체 Polyurethane과 유리섬유(Glass fiber)를 함께 사용하여 

Laminator에 주입하는 연속공정으로 생산하여, 강성을 강화시

킨 대표적인 복합재료다. 열차폐성이 우수하며 Bulk 상태에서 

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

는 재료이다. 또한 극저온 상태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상온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극저온의 열적 한계상태와 항해 중의 선박에 

가해지는 외적 하중에 견디는 구조를 가진다. Fig. 1에는 본 연

구에서 수치해석과 실험에 사용된 RPUF의 실제 형상이 나타

나 있다.

 

Fig. 1 RPUF Specimen

2.2 강제 대류

대류(Convection)는 고체면과 유동하는 인접한 액체 또는 기

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전달이며 전도(conduction)와 유체운동

(Fluid motion)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험적으로 대류 열전달은 유체속도 뿐 아니라 유체의 물

성치인 동점성계수 , 열전도도 , 밀도 , 비열  에 의하

여 크게 좌우된다. 또한 고체 표면의 거칠기, 그리고 유체 유

동의 형태에도 관계가 있다. 대류열전달률은 단순히 온도차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Newton의 냉각법칙(Newton's law of 

cooling)으로 표시된다.

     ∞                                 (1)

      ∞                              (2)

 여기서 는 대류열전달계수로서  ·℃이며, 는 

대류열전달이 발생하는 면적, 는 물체 표면 온도, ∞는 

표면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체의 온도이다.

   ∞

  
                              (3)

식 (3)은 유체 내의 온도 분포를 알고 있을 때 대류 열전달

계수를 구할 수 있다. 

2.3 Reynolds 수

 점성력
관성력

 


 


                       (4)

여기서 는 상류속도(평판 유동에 대하여 자유흐름속도 ∞

와 같다), 는 기하학적 특성길이,   는 유체의 동점

성 계수이다. 평판에 대해, 특성길이는 전연으로부터의 거리 

이다.

2.4 Prandtl 수

속도경계층과 열경계층의 상대적 두께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는 무차원 파라메타 Prandtl 수에 의해 정의된다.

Pr  


 


                                    (5)

2.5 Nusselt 수

유체 층을 통한 열전달은, 유체가 이동할 때에는 대류에 의

하여 일어나고, 유체의 이동이 없을 때는 전도에 의하여 일어

난다. 두 경우 열플럭스(단위 시간동안의 단위 표면적에 대한 

열전달률)는 다음의 식과 같다

   

 



 


                     (6)

 Nusselt 수는 어떤 유체층을 통과하는 전도에 의해 일어나

는 열전달의 크기에 대한, 같은 유체층을 통과하는 대류에 의

해 일어나는 열전달의 크기를 의미한다.

2.6 에너지 방정식

속도 분포를 알고 있다면 벽면의 온도가 로 일정한 경우

에 에너지방적식으로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무차원 온도 를 정의한다.

  ∞  

   
                                (9)

여기서, 와 ∞는 상수다. 무차원 온도 를 에너지방정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열경계층의 두께는 속도경계층의 두께처럼 ∞ 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상사변수는 가 되고,   이다. 연

쇄법칙(Chain rule)을 사용하고 와 를 에너지방적식에 대입

하면 다음과 같다.



 

 


                                        (11)

식 (11)을 간단히 하고 Pr  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

다.





 Pr


                                 (12)

식 (12)에 의해 Prandtl 수가 계산되고 Pr ≻ 일 때 표

면에서의 무차원 온도구배는 Pr에 비례한다.


 

  

 Pr                              (13)
표면에서의 온도구배는 다음과 같다.



Mesh Size 5mm 10mm 22mm

Element type HEXA 20 HEXA 20 HEXA 20

Node 756 6,480 47,081

Element 125 1,331 10,608

Pr ∞  




∞
                         (14)

2.7 대류 열전달계수

국소 대류 열전달계수와 Nusselt 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Pr  Pr ≻            (16)

이 관계식으로 구한 값은 실험에서 구한 측정치와 잘 

일치한다.

3. RPUF에 대한 대류해석

3.1 유한요소해석 모델

LNG 운반선의 방열재료인 RPUF에 관련하여 범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MSC.Nastran을 적용할 수 있도록 MSC.Patran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Fig. 2와 같이 생성하였다. 열대

류해석을 위한 요소의 크기를 5, 10, 22mm로 각각 나누어 해

석 모델을 생성하였다. Table 1에는 해석모델에 대한 상세 내

용이 정리되어 있다.

Table 1 FE model specifications of RPUF

     (a) Mesh for RPUF           (b) Boundary condition

Fig. 2 FE model for RPUF

경계 조건은 Fig. 2-(b)와 같이 생성하며 대류계수의 값은 

N2(질소)에 대한 물성치와 Nusselt 수의 조합을 통하여 계산된 

값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RPUF 재료에 관한 물성치는 Table 2와 같이 

4가지 밀도에 대해서 각각의 물성치를 적용하여 대류해석을 

수행하였다. 열팽창율과 탄성계수는 극저온 냉각시험으로 얻어

진 값을 적용하였다.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RPUF

Type 1 Type 2 Type 3 Type 4

Density () 90 130 170 210

Specific 

Heat (Cp)
1698.7 1698.7 1698.7 1698.7

Thermal 

Conductivity 

(k)

2.41E-05 2.80E-05 3.07E-05 3.35E-05

Convection 

coefficient(hx)
350 350 350 350

Young’s 

Modulus(E)
75.2 114.6 157.6 200.9

3.2 대류해석 결과

극저온 냉각 시험시 RPUF의 온도는 –170℃까지 냉각을 하게 

되므로 대류 해석 시에 같은 온도 조건을 적용한다.  Mesh 크

기에 대한 온도 분포를 비교 해본 결과 거의 유사한 결과 값

이 얻었으며 대류해석시 해석에 대한 시간 절감을 위해 Mesh 

크기는 10mm×10mm×10mm가 적당함을 확인하였다.

 

        (a) Density : 90kg/m3           (b) Density : 130kg/m3

    

       (c) Density : 170kg/m3           (d) Density : 210kg/m3

Fig. 3 Temperature contour for convection analysis (10mm)

4. 극저온 수축 시험

극저온(-170℃) 냉각 시험의 경우, 온도 센서의 위치는 시험

편 표면 근처에서의 온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Fig. 4와 

같이 부착하였다. 극저온에서의 변형량의 측정은 하중 장비의 

LVDT 센서의 값을 통하여 얻었다. RPUF에 대한 저온 수축량

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Jig에 대한 수축량도 측정하였다. 

Table 3에는 극저온 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수축변형량의 결과



가 RPUF의 밀도변화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a) Jig                       (b) RPUF

Fig. 4 Cryogenic Temperature for Jig and RPUF

 

Table 3 Cryogenic Temperature Test Result

Initial 

Temp.

Target

Temp.
L δ α

Density

130
20 -170 110 -1.20 5.75E-05

Density

210
20 -170 110 -1.42 6.80E-05

5. RPUF에 대한 열탄성 변형해석

강제대류해석에서 산출된 온도분포 결과를 구조해석 모델의 

열 하중조건으로 맵핑(mapping)하여 열탄성 변형해석을 수행하

였다. 극저온 수축시험과 열탄성 변형해석은 Z방향에 대한 결

과 초점을 맞춰 수행하였다. 극저온 시험에서 얻어진 변형량

(δ)을 통해 계산된 열팽창계수(α)를 열탄성 변형해석에 적용

하고 결과는 Fig. 4와 같다. 

 

    (a) Density : 130kg/m3          (b) Density : 210kg/m3

Fig. 4 Thermo-elastic Analysis Results

극저온 수축시험과 열탄성 변형해석을 통해 얻어진 변형량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Comparison of Test and Analysis Results

Density 130 Density 210
Test -1.20mm -1.42mm

Analysis -1.20mm -1.41m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NG 운반선용 방열재료인 RPUF에 관련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열대류해석을 통해 열탄성 거동을 수치

적으로 검토고 그 결과를 극저온 수축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

다. 

(1) 강제대류이론을 기반으로한 수치해석으로 극저온 상태에

서의 RPUF의 적절한 냉각시간을 추정하였다. 

(2) 강제대류해석에서 산출된 온도분포 결과를 구조해석 모

델의 열 하중조건으로 맵핑(mapping)하여 열탄성 변형해석을 

수행하였고, 시험적으로 측정된 저온 상태에서의 변형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석과 시험에 대한 변형이 거의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3) RPUF의 밀도에 변화에 따른 열전달과 열탄성 변형특성

을 고찰하여 밀도변화와 저온변형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추후 밀도변화에 따른 극저온변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계

적 데이터를 보완하면, 시험이나 수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의한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Choung, J.M. Shim, C.S. & Kim, K.S. (2011). "Plasticity and 

Fracture Behaviors of Marine Structural Steel, Part Ⅰ: 

Theoretical Backgrounds of Strain Hardening and Rate 

Hardening", Journal of the Society of Ocean Engineers of 

Korea, Vol 25, No 2, pp 134-144.

Lee, C.S. Kim, J.H. Kim, W.S. & Lee, J.M. (2011). "Evaluation 

of sloshing Resistance Performance of LNG Carrier 

Insulation System by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Journal of the Society of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of Korea, Vol 44, No 3, pp 296-304.

Lee, J.H. Choi, W.C. Kim, M.H. Kim, W.S. Noh, B.J. Choi, I.H. 

& Lee, J.M. (2007). "Experimental Assessment of Dynamic 

Stength of Membrane Type LNG Carrier Insulation 

System",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4, No 3, pp 296-304.

Lee, J.H. Kim, T.W. Kim, M.H. Kim, W.S. Noh, B.J. Choi, I.H. 

& Lee, J.M. (2007). "Numerical Assessment of Dynamic 

Strength of Membrane Type LNG Carrier Insulation 

System",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4, No3, pp 305-313.

Hong, J.H. Keum, D.M. Han, D.S. Park, I.B. D.S. Chun, M.S. 

Ko, K.W. & Lee, J.M. (2008).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under Low Temperature Enviro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5, No 5, pp 530-537.

Yunus, A.Cengel. (2003). "Heat Transfer: A Practical 

Approach", McGraw-Hill, pp 300-371.



층시간에 따른 PET기반 의 ZnO/Ag/ZnO박막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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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Zinc oxide, Transparent conduction oxide, Thin films, Polyethylene terephthalate, DC sputtering

ABSTRACT: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TCOs) have been extensively used in optoelectronic device because of their high visible 
transmittance, low DC resistivity, high infra-red reflectance and absorbance in the microwave region. Zinc oxide is a direct wide-band 
gap II-VI n-type semiconductor material with the structure of wurtzite hexagonal structure. Zinc oxide has energy bandgap 3.37 eV and 

exciton binding energy of 60 meV at room temperature. We study using ZnO/Ag/ZnO films were deposited onto PET substrate at 
room temperature with the inclined opposite target type DC magnetron sputtering equipment. ZnO/Ag/ZnO multilayer films having 
high transmittance of 78.3 % and low sheet resistance of 1.974 Ω/sq. are successfully fabricated and can be reproduced by controlling 

the preparation process parameters properly. 

1. 서    론 

 

투명 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은 

센서, 태양 지, 평  디스 이의 투명 극으로 연구 되어

왔다(이재형, 2009). TCO의 디스 이 응용을 해서는  투

과율이 높고 기 도성이 우수해야하기 때문에 비 항이 10
-3
Ω

cm 이하이며 일반 으로 400~800nm의 가시 선 역에서의 투

과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 극의 종류로는 

Indium Tin Oxide (ITO), Indium Zinc Oxide (IZO), 

Aluminum Zinc Oxide (AZO), ZnO 등과 같은 산화물 Film이 

표 으로, 그  ITO는  투과도와 기 도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 에 한 좋은 착력과 견고함 같은 물리  안

정성과 화학  안정성이 뛰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조 제 등, 2009)

그러나 이런 ITO의 주요성분인 Indium이 희소 속자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 에 기인하여 기

존의 ITO를 체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윤해 등, 

2011). 그 심에 치한 Zinc oxide (ZnO)는 II-VI의 화합물 반

도체로써 넓은 밴드갭(3.37 eV)와 400 nm에서 700 nm 사이의 

가시  역에서 80 % 이상의 우수한 투과성을 지니고 있다.(김

석 등, 2007)

김윤해: 부산 역시 도구 동삼1동

051-410-4355  yunheak@hhu.ac.kr

한 ZnO는 화학 양론 인 조성상태에서는 매우 높은 항값

을 갖지만 증착과정에서 도에 기여하는 산소 공공 는 과잉 

Zn이 발생하여 낮은 항값을 가지는 비화학 양론  조성을 지

닌다. 이 게 낮은 항값을 조 하는 방법에는 자 도  역할

을 하는 다른 불순물을 첨가하여 비 항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항을 낮추기 해 첨하는 불순물인 Ag를 첨

가하여 박막의 기  특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박막의 구조에 

따라 특성의 변화를 찰하는 연구를 하 다.(김윤해 등, 2011)

한편, 디스 이는 CRT기반의 1세 , LCD와 PDP 그리고 

OLED등의 평  디스 이 기반의 2세 에서 시블 디스

이 기반의 3세 로의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세  디스

이에 이용되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에 비 항

이 가장낮은 Ag를 시간별로 층하여 Ag의 두께를 달리하여 

PET기반 의 ZnO/Ag/ZnO의 구조 , 기 , 학  특성을 

찰하 다.

2. 실 험 방 법

2.1 시험편 제작

도  역할인 Ag의 스패터링 시간에 따른 학 , 기  특성

차이의 실험과 최상층 ZnO의 두께 변화에 따른 학 , 기  

특성차이를 실험하기 해서 PET기 을 증류수를 이용하여 

음  장치에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 다.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알코올을 이용하여 다시 10분간 음  장치에 넣어 음 로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Table 1 A summary of test Requirement 

Experiment 
conditions

Target

ZnO Ag ZnO

Current 0.1A 0.4A 0.1A

Coil 5A 5A 5A

Cathode 20V 20V 20V

Pressure 5m Torr 5m Torr 5m Torr

Power 150W 150W 150W

Time 20min 10s to 60s 20min

화학처리를 한 후 질소로 건조한 후 사용하 다. 타겟은 순수 

속인 Zn(48×300×5 mm3)과 Ag(48×300×5 mm3)을 사용하

다. 박막의 증착은 펄스 DC마그네트론 스패터링 법(NACHI, 

SP-1530-1)으로 상온에서 증착하 다. Ag은 순도 99.999%인 

Ag을 Ar(50sccm)분 기에서만 증착하 으며, ZnO는 순도 

99.999%인 Zn을 Ar(50sccm)과 O(3sccm)의 분 기에서 증착하

다. 시편은 은이온의 증착 시간에 따라 10 간 증착을 한 시

편을 ZAZPET-A로 명명하 고, 시간이 10 간 증가함에 따라 

B,C,D 순으로 명명하 다. 다른 조건은 Table 1에 나타 내었

다.

2.2 이온 류 도 측정

일반 으로 라즈마를 진단한다는 것은 라즈마 내부의 

자와 자 도, 온도 계, 자계 등을 측정해서 물리 인 상

이나 동작을 단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의 변수는 라즈마 

도를 표시하는 자 도 Ne 입자의 에 지 상태를 표시하는 

에 지 분포함수f(∮), Maxwell 분포일 때 정의 되는 자온도 

Te, 이온 온도 Ti. 라즈마 공간 Vp 등이 있다. 이  자의 

온도와 도는 특정의 라즈마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표 인 변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라즈마는 

Langmuir 단일 탐침법을 통해 주 에 지원인 자, 자의 

도를 실험 으로 진단하고 해석하 다.

라즈마 내에서 자들이 가지는 에 지를 의미하는 자 온

도는 탐침 압 Vpi과 Vp2 이들 압에 한 탐침 류 Ie1과 Ie2

로서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Ln 





 
                                  (1)

즉, 자 온도는 측정에서 얻은 자 류 Ie를 압 V에 해 

수 을 취하면 직선이 되고, 기울기로 유도된다. 자 도

는 공간 Vs 부근에서의 류를 열확산 자 류 Ieo이므로 

류의 기울기에서 구한 자온도와 Ieo를 다음 식 (2)에 입하

여 실용  단 로 변환한다.(백  등, 2006)

  ×
∙


                 (2)

Langmuir 단일 탐침법 시험을 여러 번 시행 후 모든 작업의 

데이터 값을 비교 하여,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여러 번 진행 

함에 따른 일 성을 검사한다.

2.3 Figure of Merit(FoM)

TCO의 투명도(Tr)와 도도는 서로 상쇄되는 특성으로서 투

명도가 우수한 증착 조건에서는 비 항(ρ)이 큰 막이 증착되고 

반 로 도도가 커지도록 조건을 조 하여 증착하면 투명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TCO 박막은 투명 하면서 동시에 높은 

도도, 즉 낮은 항 값을 가져야 하므로 정한 조건을 선택

하는 것이 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잣 가 바로 Figure of 

Merit(FoM)이며 FoM 값이 클수록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ZnO TCO의 FoM 구하는 방법은Gordon et al.(R.G. 

Gordon등, 1997)이 제안 한 식(3)과Fay et al(S. Fay등, 2005)이 

제안한 식(4)가있다. Gordon 그룹은 박막의 비 항과 일정한 

장범 내의 평균투과율만을 고려한 간단한 계식(3)로 정의하

다. 식(3)은 거침도 등 표면상태가 유사한 박막들을 서로 비교

할 때 항과 수직방향의 투과도 스펙트럼만 측정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ln  


                                (3)

Fay는 장을 변수로 하여 장별 Haze factor(H), total 

transmittance(Tt)와 total reflectance(Rt), 그리고 항과 련된 

Rdev를 포함한 식 (2)를 제안하 다[17]. 여기서 Rsq는 TCO 박

막의 면 항, Rref는 박막태양 지 모듈 등과 같이 용하려는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최  면 항치의 기  값을 의미한다. 

Rdev 값은 기 치 보다 TCO 막의 면 항이 작으면 1, 기 치 

보다 면 항이 크면 그 비율로서 1 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어 

일종의 항 합성을 나타내는 가 치에 해당한다. Fay 그룹에

서 Gordon과 다른 FoM 식을 제안한 이유는 LPCVD로 증착한 

ZnO, TCO 막과 같이 표면 거침도가 매우 큰 경우 빛이 산란되

어 수직방향에서의 투과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며, 동시에 장

(λ) 역에 따라서도 투과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식에 total transmittance와 total reflectance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박막태양 지에서  변환 효율을 증

가시키는 데에 유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Fay et al.의 

FoM 값이 더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다.

   ×   ×        (4)

         i f   

 



i f   



2.4 기 , 물리  특성 측정

2.1의 방법으로 증착 시킨 PET필름의 기반 의 

ZnO/Ag/ZnO 박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기 , 물리  특성을 분석하 다.  투과도 측정은 

UV-vis-NIR spectrometer(JAXSCO, V570)를 이용하여 가시 선 

역인 300nm~800nm의 wavelength의 범 에서 측정하 다. 

한 박막의 기  특성은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으

로 측정하 으며 증착돼 ZnO 박막의 결정구조와 미세조직의 

분석을 해 분석을 해 X-ray diffractometer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3. 결과  고찰

Table 2에는 PET 기반 의 ZnO/Ag/ZnO 박막필름의 증착

변수를 나타내었다. ZnO의 증착 속도는 분당 0.5nm 이었고, 

Ag이온의 증착 속도는 당 0.4nm 이었다. 시간에 따른 Ag이

온의 증착은 Ag의 증착시간이 10 인 경우 4nm에서 20 인 

경우 8nm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 은 PET 

기반 의 박막필름의 Ag증착 시간에 따른 X-선 회  분석 장

치를 이용하여 실험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으로 Ag

는 박막으로 성장시킬 경우 c축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때

문에 박막의 단면을 통하여 기 에 수직하게 성장된 박막을 

찰할 수 있다. Fig. 1은 Ag의 증착시간에 따라 피크의 강도

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시편에서 비슷한 피크의 형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4°부근에서 ZnO의 (002) 주 피크가 나타났고, 

38°부근에서는 Ag의 (111) 주 피크, 47° 부근에서 Ag의 (200)

주 피크, 54°부근에서는 이번 실험의 기반인 PET필름의 주 피

크가 확인 되었다. Langmuir 단일 탐침법을 통해 검사한 이온

류 도의 측정결과 압 -250V부근에서 류 도는 

0.9mA/cm
2 으로 반복된 측정과 시간의 증가에 따른 측정 결

과 같은 수치의 류 도가 균일 하게 나타나, 이번 연구의 

Ag이온의 증착 시간에 따른 결과 값의 비교에 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A comparative Sputtering parameters of ZnO/Ag/Zno 

thin films

Sputtering
parameters

Layer Type

Top ZnO Ag Bottom ZnO

Ar flow
(SCCM)

50 50 50

O2 flow
(SCCM)

3 0 3

Current
(A)

0.1 0.4 0.1

Voltage
(V)

250 290 250

Growth time 20 min 10 to 60 s 20 min

Growth rate 0.5 nm/min 0.4 nm/sec 0.5 nm/min

Fig. 2 는 PET 기반 의 ZnO/Ag/ZnO 박막필름의 가시   

역에서 장에 따른 투과율을 나타낸 그래 이다.  Ag이온

의 증착시간이 30 까지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는 78%까지 증

가 하 으나, 그 이후의 시간에는  감소하여 증착시간이 

50  이후의 역에서는 히 투과율이 감소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이는 Ag의 증착 시간에 따른 미세구조의 형성 

과정에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g의 증착시간이 

30  부근의 경우 가장 투과율이 좋은 섬의 형태의 미세조직

으로 10 에서는 미세하고 균일한 Ag결정 층의 형성으로 투과

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Fig. 3 은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Ag 

layer의 증착시간에 따른 이동도  집 도를 측정 분석한 결

과이다. 본 실험에서는 이동도와 집 도는 체 으로 Ag 

layer의 증착시간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Ag의 

증착시간에 따른 Ag layer의 두께의 증가가 미세 결정립의 형

성과정에 향을 끼쳐,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미세결정립이 큰 

결정립으로 변화하면서 미세 결정립에 비해 상 으로 큰 결

Fig. 1 XRD patterns of ZnO/Ag/ZnO thinfilms deposited on 

PET substrates with different Ag sputtering times 

Fig. 2 Optical transmission spectra of ZnO/Ag/ZnO thinfilms 

deposited with different Ag sputtering times 



Fig. 3 Hall mobility and Concentration of the ZnO/Ag/ZnO 

thinfilms prepared at various sputtering times of Ag 

electrodes deposited on PET substrates

Fig. 4 Sheet resistance and Bulk concentration of the 

ZnO/Ag/ZnO thinfilms prepared at various sputtering 

times of Ag electrodes deposited on PET substrates

정립은 결정립계가 차지하는 면 이 작기 때문에 결정립계에 

의한 자의 간섭이 어들어 이동도가 증가하고, 자의 이동

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농도가 허락된 것으로 단된다.

Fig. 4 은 PET기반 의 ZnO/Ag/ZnO 박막의 Ag증착시간에 

따른 Bulk resistivity와 Bulk concentration을 나타내었다. 항

은 Ag의 증착시간에 따라 감소하 다. 특히 20  부근까지는 

격하게 감소하여,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한 것을 알수 

있다. 이는 Ag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Ag이온의 자 이동

이 원활해져 항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펄스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PET 기반 에 자 도  역할을 하는 Ag의 증착 시간에 따른 

ZnO/Ag/ZnO 박막필름의 학 , 기  특성차이를 연구 하

다. 통상 으로 박막필름의 우수하다고 단하는 기 인 투과

율 8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 지만, 이는 PET기반의 투과율이 

최고 90%정도로 기반물질의 투과율이 낮았기 때문에 80%이상

의 투과율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Ag이온의 증착시간

이 30 의 경우 가장 우수한 투과율을 보 고, 한 시간이 늘

어 갈수록 Ag layer의 두께다 두꺼워졌고, 이에 따라 두께가 두

꺼워 질수록 미세결정립이 큰 결정립으로 변화하면서 자의 이

동도는 체 으로 증가하고 집 도는 감소하 다. 특히 본 실

험에서는 일 으로 모든 시편을 생성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정

확한 데이터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단하여 

Langmuir 단일 탐침법을 통해 이온 류 도의 측정을 통하여, 

펄스 DC 마그네트론 스패터링 법에서의 증착이 일정한 이온

류 도을 통해 보다 신뢰 인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고, 이를 통해 ZnO/Ag/ZnO박막의 ITO 체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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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 와인딩 성형시 장력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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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ension Control System in Filament Wi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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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ilament winding 필라멘트 와인딩, Tension control 장력제어, Load-cell 로드셀, DC servo motor 직류 서보 모터, 
Roving method 방사방법

ABSTRACT: The tension control system was developed to sustain the fiber volume fraction effectively. It consists of strain gauge, DC servo 
motor and 24 channels. It was applied to the real field.  

1. 서    론 

섬유강화 복합 재료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강성 

과 비강도가 기존의 다른 재료보다 대단히 우수하며, 또한 내

식성 및 진동, 충격, 피로 특성이 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필라멘트 와인딩 성형법은 유리섬유의 강도 (100~350 

kg/mm²) 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사용하는 성형법이다. 즉, 

유리섬유를 절단하지 않고 연속 섬유의 상태로 사용하여 성형

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이 기술의 기초는 1947년 

Richard E. Young이 미국정부와 M. W. Kelogg사의 원조에 의

해 항공기용의 압력용기를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우주, 군수 관계의 분야로의 응용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현재 필라멘트 와인딩의 주요 생산품은 관상 구조물, 

저압․고압 파이프, 압력 용기 (CNG 연료 탱크 & 수소 연료

탱크), 로켓 모터 케이스, 화학 저장 탱크, 그리고 로켓트 발사 

튜브 등이 있다. 현재는 정교한 필라멘트 와인딩 기계의 출현

과 전용 CAD 시스템으로 인하여 기하학적으로 좀 더 복잡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커넥팅 로드, 낚시 폴

대 , 골프채 폴대, 압력 롤러, 부싱, 베어링, 공업용과 자동차용 

차축, 송유관, 망원경 폴, 공구 손잡이, 퓨즈 튜브, 자전거 프레

임과 핸들 바, 야구 배트, 하키 스틱, 스키 폴대 등이다.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섬유와 수지를 함침 하여 심축 위에  

와인딩 한 후 열을 가해 경화시켜 복합재료 구조물을 제조하

는 기법으로 다른 복합재료 가공법에 비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이 저렴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며, 컴퓨터 제어나 로봇 등

 하진철: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번지

 051-410-4966  chnhjc@naver.com

을 사용하면 생산 공정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품의 복제성(Reproducibility)이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필라멘트 와인딩 성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는 와인딩 

패턴 및 각도, 수치함침, 섬유 장력 그리고 와인딩 주변 온도 

및 습도 등이 있다. 이 중 섬유 장력에 대한 제어는 복합재료 

구조물의 구조적인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정변수이다. 장

력은 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물성을 좌우하는 섬유 체적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으로 장력을 거는 방법과 현장

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력 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2. 장력을 거는 방법 및 형태 분류

Roving의 방법은 Internal Roving과 External Roving이 있다. 

Internal Roving은 섬유를 Roving 안쪽에서 뽑는 형태로 대부분 

유리섬유을 많이 사용한다.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장력을 주

며, 보통 연마봉의 각도를 달리하여 장력을 발생시킨다. 와인딩 

속도에 따라 장력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Internal Roving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 할 때의 와인딩 속도는 

변화 하지 않고 항상 같은 속도로 와인딩 해야 한다. External 

Roving은 3인치 지간에 감겨져 있는 형태로 섬유를 Roving 바

깥쪽에서 섬유를 빼는 방법이다. 카본섬유, 아라미드 섬유 , S-2 

섬유 등을 사용하며, 일반 유리섬유의 Internal Roving의 섬유를 

Rewinding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생산 공정에서 완성된 

섬유를 Rewind하므로 섬유의 표면이 좋지 않아, 보풀(Fuzzy)이 

생길 수가 있다.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External Roving 형태

의 섬유를 장력 제어 할 수 있다. 전기 클러치을 사용하여 제어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하는 방법과 DC Motor & Load-cell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Air 클러치 및 Air 실린더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장력기 구조

3.1.1 장력 검출

장력 검출을 위해 Load - cell을 사용한다. 로드셀은 어떠한 

힘을 측정 가능한 기  출력으로 환해주는 변환기를 말한

다. Hydraulic 로드셀,  Pneumatic 로드셀,  Strain-gauge 로드

셀이 있다. 스트 인 게이지를 기반으로 한 로드셀이 가장 많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총 측정 범 에 하여 0.03%에

서 0.25%까지의 정확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여 부분의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 을 기  신호로 변환하며, 최

 민감도와 온도 배상을 한 곳에서는 4개, 장력과 압축제어

에는 2개의 스트 인 게이지 로드셀을 사용한다. Load - cell을 

장력 검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3개의 롤러를 

배치하여 섬유에 걸리는 장력(T: Winding Tension)을 Load - 

cell의 측정하중 (F: Sensing Force)으로 변환한다. 이때 아이들 

롤러는 측정기에 고정되어 있고, 센싱 롤러는 Load - cell에 부

착되어 있으며, 이들 3개의 롤러가 이루는 각도에 의해 섬유 

장력이 Load - cell 하중으로 변환되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장력이 하중으로 1:1 변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유의 각도가 120°가 되도록 하였다.

3.1.2 장력 제어용 구동기

장력 제어를 위한 구동기로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장력 제어 및 와인

딩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DC 모터를 서보제

어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DC Servo Motor는 토오크와 전

류가 비례하여 선형 제어계의 구성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간단

한 회로로 안정된 제어계설계가 가능하다. DC Servo Motor 

는 최고 속도와 그 점에서의 허용 토오크는 정류 불꽃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DC Servo Motor의 구동 방식은 트랜지스터에 

의한 펄스폭 변조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 방식은 사용 주파

수 전원을 정류하여 직류를 얻어 이 직류 전원이 모터에 인가

되는 시간폭을 주파수의 반송파에 의해 변화되어 가변 전압을 

만들어 모터의 속도 제어를 행한다. 이런 방식의 제어는 응답

성이 좋고 부하 마찰 토오크가 국부적으로 변화하므로 안정적

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압력용기 와인딩에서의 섬유의 

장력과 이송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300W DC 모터에 5:1의 감

속기를 부착하여 모터 작동 범위 내에서 섬유의 이송 및 장

Fig. 1 장력 제어 시스템 구조 

 Fig. 2 서보 제어계의 구성

력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2 서보 제어기 구조

Fig. 2는 본 장력제어 시스템의 서보 제어기 구조도이다. 

먼저 로드셀에서 검출된 장력은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스트레

인 앰프를 이용하여 증폭된다. 

스트레인 앰프를 통하여 시스템으로 입력된 전기 신호는 AD 

변환기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며, 이후 신호의 처리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먼저 입력신호에 섞여있는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저역

통과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내의 메모

리를 절약하기 위해 저역통과 필터는 식 1과 같이 지수 평활

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    ∙                  (1)

여기서 x는 입력신호, yn 은 필터의 출력, yn-1 은 이전의 필터

출력, kLPF 는 본 저역통과필터의 계수이다. 실험을 통해 kLPF는 

약 0.1 ~ 0.01이 실제 사용에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필터를 통과한 신호는 실제 장력 측정값으로 간주되어 미리 

설정된 기준 장력값과 비교된 후, 다음과 같이 비례적분 서보

제어를 수행한다. 

                                     (2)



                                      (3)

  ∙  ∙                         (4)

여기서 y는 필터 출력, Tref는 기준 장력 설정값이며, e는 장력 

오차, ei는 장력오차의 적분값이다. 장력오차 및 오차 적분값에 

각각 비례게인 kp와 적분게인 ki를 곱한 후 그 합을 서보 제어

계의 출력값 U로 삼는다. 

3.3 시스템 구성

장력 제어 시스템은 작업자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Fig. 3

과 같이 LCD 표시창이 장착되어 있는 사용자 패널과 서보 제

어 시스템을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사용자 패널은 RS485 통신선을 통해 최대 24개의 서보 콘트롤

러를 연결할 수 있으며, 각 서보 콘트롤러에는 해당하는 섬유 

채널의 장력측정기(로드셀)와 DC모터가 연결되어 있다. 

Fig. 4 장력제어기 시스템 구성

  5. 결    론   

섬유의 체적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력 제어를 

위하여 스트레인 게이지 로드셀과 DC 서보 모터와 최대 24개 

채널을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서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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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UNSM) 기술에 따른 베어링강의 VHCF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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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B2 of bearing steel is used for roller bearing and ball bearing due to their high wear resistance and impact resistance. Among 
many useful surface strengthening technologies,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 technology is promising for increasing 

fatigue strength and wear resistance, and reducing friction as well. The main idea to apply UNSM technology for improving both bending 
fatigue strength and rolling contact fatigue strength of slim bearing rings is applying not only raceway but also the opposite side of the 
raceway – in other words, outer side of the outer ring and inner side of the inner ring. The test specimens for the rotary bending fatigue test 

were made of STB2 bearing steel and treated by the UNSM technology. In this study, fatigue result that was subjected to different  loads of 
the UNSM treatment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at of the untreated specimen. The microhardness of the UNSM-treated specimens 
increased by about 20%, higher than that of the untreated specimens. The X-ray diffraction analysis showed that a compressive residual stress 

of more than 1,000 MPa was induced after the UNSM treatment. Also,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analysis was used to study the surface 
structure and nanograin refin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otary bending fatigue life and fatigue strength of the UNSM-treated specimens 
increased by about 80% and 31%,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the untreated specimen. These results might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d 

microhardness, the induce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nd the nanocrystal structure modification after the UNSM treatment. In addition, the 
fracture surface analysis showed that the fish eye crack initiation phenomenon was observed after the UNSM treatment.

1. Introduction 

STB2 (JIS : SUJ2) of bearing steel is called high carbon and 

chrome alloy steel, and used for roller bearing and ball 

bearing due to their high wear resistance and impact 

resistance. The usage of slim bearings is increasing in the 

gearboxes of industrial robots, main bearing of wind 

turbines, gear boxes of automobiles, clutch backstops and so 

forth. STB2 steel is widely used for slim bearings. 

Among many useful surface strengthening technologies,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 

technology is promising for increasing fatigue strength and 

wear resistance, and reducing friction as well. There are 

several studies which showed radical improvement in rolling 

서창민,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010-3513-4593, 

cmsuh@knu.ac.kr

contact fatigue strength and friction loss of STB2 made 

bearings after UNSM treatment (Suh et al. 2007, Suh et al. 

2011). The main idea to apply UNSM technology for 

improving bending fatigue strength of slim bearing rings is 

applying not only raceway but also the opposite side of the 

raceway – in other words, outer side of the outer ring and 

inner side of the inner ring. The test specimens for the 

rotary bending fatigue test were made of STB2 bearing steel 

and treated by the UNSM technology. Mechanical properties 

in terms of hardness, roughness,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nd micro structure of before and after the UNSM are 

analytically compared.

2. Experimental method and specimen 

The bearing steel STB2 has the main composition of C 

1.01%, Si 0.23%, Mn 0.36%, etc. The test specime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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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of bearing steel STB2. The fatigue testing machine 

used in this study is a cantilever-typ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 (see Fig. 1. YRB200). The shape and 

dimensions of the fatigue specimen are as follows: diameter 

is 4.0 mm, curvature radius is 7.0 mm and the concentration 

factor is Kt=1.08. Residual stress of specimens for each 

condition, before treatment and UNSM treatment, was 

measured by X-Ray Diffraction (XRD) equipment after 

cutting and electrolytic polishing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the fatigue characteristics up to giga 

(10
9) cycles, which usually takes more than 230 days, an 

advanced useful fatigue testing machine (Yamamoto, 

YRB200) was adopted in this study. This machine has four 

rotary bending type cantilevers capable of mounting four test 

specimens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 test was conducted 

at 3,150 rpm in room temperature (RT) after mounting test 

specimens with dead weights in order to prevent an 

eccentric no-load state.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results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which 

determined by XRD utilizing Cu-Kα radiation, for 

non-treated and treated are shown in Figure 2. The residual 

stress of non-treated specimen is max. -200 MPa. However, 

that of the UNSM-100N treated specimen is average -710 

MPa, and max. -910 MPa at the specimen surface. UNSM 

treatment is raised 255% higher than non-treated specimen. 

Fig.1 Dual-spindle rotating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YRB200)

Fig.2 Residual stress of the specimens as a function of depth 

from the surface

Fig.3 S-N curves of non-treated and UNSM-100N specimen Fig.4 S-N curves of non-treated and UNSM-120N specimen



The fatigue strength of UNSM-100N was improved by 28% 

more than non-treated one at 106 cycles. In the same 

manner, fatigue life has increased about 28 times longer at 

the high stress level. The fatigue strength of UNSM-120N 

was improved by 31% more than non-treated one at 10
6 

cycles and fatigue life has increased about 25 times longer at 

the high stress level as well.

For the non-treated specimen, it is observed that after the 

initiation of few surface cracks on the surface, the number of 

cracks increased and incorporates all the cracks, and caused 

fracture. In contrast, many very small surface cracks 

initiated, increased its number, incorporated and caused 

fracture at UNSM treated specimen by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 on the surface of it. There were three 

general fracture types of defects viz. surface crack, fish-eye 

crack, and combination of surface and fish-eye crack. Fig. 5 

shows fracture type at non-treated and UNSM treated 

specimens. 

In Fig. 5, most of the tested specimens, at high stress 

levels with a short fatigue life less than 10
6 cycles range, 

were fractured by surface originating cracks(marked as black 

squared symbols) which initiated from the surface defects 

such as scratches and slip lines. On the other hand, 

specimens tested at low stress levels with a long fatigue life 

more than 10
6 cycles range, were fractured due to fish-eye 

cracks(see Fig. 6, marked as blue triangle symbols), which 

initiated at the subsurface inclusion. Although the plotted 

data are scattered at each stress level, these results are 

similar with those of other researchers(Sakai et al. 2000, 

Sakai et al. 2002).

Fig.5 S-N curves of a fatigue fractured type non-treated and 

UNSM treated specimens

Fig. 6. An example of fish eye crack on UNSM-110 N treated 

specimen

Table 1. SEM and EDS analyses of inclusion at the center of fish eye crack

UNSM treated with 110 N UNSM treated with 120 N

SEM

EDS

Inclusion
Ti 48.99 % (weight)

(6.8 x 9.7 μm, size)

Ti 67.63 % (weight)

(7.8 x 13.6 μm, size)



Most of the surface originating fracture mode is plotted in 

the short fatigue life, while most of the fish-eye fracture 

mode characterized in the long fatigue life range. Fractured 

mode of surface and fish-eye combination is marked as 

symbol of red circle in Figure 5.

Examples of SEM and EDS(Energy Disperse X-ray 

Spectrometer) analyses of fracture surface are shown in Table 

1. Fish eye crack is shown at the 100N, 110N and 120N 

specimens which is obtained Ti inclusion in the center of 

crack initiation but Al is obtained at non-treatment specimen. 

Fish eye crack initiating from under subsurface shown at 

specimen is similar to high carbon tool steel case which was 

shown by C. M. Suh. But many cracks are initiated from the 

surface in the case of non-treatment specimen, which was 

shown in the case of mild carbon steel S45C after UNSM 

treatment(Cao et al. 2010).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and reason, micro structure of each specimen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and UNSM treatment should 

be analyzed intensively.

4. Conclusion

It is shown that UNSM technology can increase fatigue 

strength by more than several dozen percent under the same 

working load depending on the UNSM treatment level. The 

main contribution to this improvement can be explained by 

the big and deep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ncreased 

hardness and improved roughness. Certain amount of 

contribution can be explained by the micro structure change 

in terms of nanocrystal structure and the increased carbon 

density. However more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se effects.

(1)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improved with the UNSM 

treatment compared to without the UNSM as the surface 

hardness improved by 19%, the surface roughness improved 

by 213%, the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ncreased by 510% 

in comparison to the non-treated ones.

(2) The fatigue strength of UNSM-100N, UNSM-110N, and 

UNSM-120N improved by 28%, 22%, and 31%, respectively 

at 10
6 cycles compared to the non-treated specimens.

(3) The duplex S-N curves were obtained in bearing steel, 

and two general fracture modes were determined, a surface 

originating fracture in the shorter life region of Nf < 106 

cycles range, and a fish-eye crack (internal originating 

fracture type) in the longer life region of Nf > 106 cycles.

(4) The EDS analysis of an inclusion which initiated a 

fish-eye crack revealed that Ti, Al was the dominant 

compositional element in the center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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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sunamis are ocean waves generated by movements of earth’s crust. Several geophysical events can lead to this kind of 

catastrophe: earthquakes, landslides, volcano eruptions and other mechanisms such as underwater explosions. Most of the damage associated with 
tsunamis is related to their wave run-up at the shoreline. Therefore, well prediction of maximum wave run-up is an important aspect of any 
seismic sea wave mitigation effort. In this study, the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behaviors of a floating body near quaywall during Tunami 

are investigated by using a particle method. First, the wave run-up with solitary waves are validated though the comparison with experiments 
and theoretical formulation. Then the behaviors of a floating body with different draft are investigate numerically.

1. 서    론  

미국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에서 2011년 초의 지진

을 누적분포로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았다(USGS). 조사기간 동

안에는 일본에서 지진의 누적분포가 많은 것을 보이는데 이는 3

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것이다. 대지진과 지진해일(Tsunami)

로 인해 일본에서 약 2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230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었다(이호준, 2011). 따라서, 인접국가인 우

리나라에서도 해안근처에서의 지진해일에 대한 방재 대책의 필

요성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동해에 위치한 울진, 월성,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10미터 높이의 지진해일에도 버틸 수 있는 방호

벽을 계획 중이다(안전점검단, 2011).

일반적으로, 지진해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천수영역에서의 

고립파(Solitary wave)를 이용한다(Camfield and street, 1969; Li 

and Raichlen, 2001). 고립파에 의한 해안 침수 지역 예측과 관

련된 연구는 대체로 실험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실험의 경우 

쇄파(Wave breaking)에 의해 발생된 공기방울(Air bubbles) 등

의 계측이 쉽지 않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에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수치 시뮬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많아졌으

며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종

래의 격자기반의 수치기법인 VOF(Volume-Of-Fluid) 법(Hirt 

교신저자 박종천: 부산광역시 장전구 산 30번지 

051-510-2480  jcpark@pnu.edu

and Nochols, 1981)이나 Level-Set 법(Sussman et al., 1994) 등

은 강한 비선형성을 갖는 자유표면 유동 해석에 있어 자유표면

의 추적과 물리량의 보존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라그란지 관점의 입자법인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법(Monaghan, 1988; Monaghan and 

Kos,  1999; Nam and Ko, 2007)이나 MPS(Moving Particle 

Simulation) 법(Koshizuka and Oka, 1996; Gotoh et al., 2005) 

등이 제안되고 있다.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는 육지로 범람하여 홍수피해를 입히는 

소상파고(Wave run-up)와 직접적으로 구조물에 충격을 가하는 

사류(Super critical flow)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지진해일이 

항만 내에 유입될 경우 부두 근처에 정박되어 있는 부유식 구조

물이나 선박은 계류된 줄이나 구조물이 파괴되면서 파도를 타고 

안벽을 넘어가 육상의 건축물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 인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적인 상황에 

대해 사전에 방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

들은 비선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형 이론을 이용한 수

치 계산법으로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S법을 개량한 PNU-MPS법(Lee et al., 2011)

을 이용하여 지진해일 중 해안안벽 근처에 놓인 부유체의 거동

을 수치 시뮬레이션 하여 Masuda et al.(2011)의 화상실험결과

와 비교하였다. 단, 지진해일에 대응하는 고립파(Solitary wave)

는 수치파랑수조에서 피스톤 형의 조파기를 사용하여 재현하였

으며, 벽면에 대한 소상파고를 실험 및 이론 결과와 비교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earthquakes(Source : USGS).

2. 개량된 PNU-MPS 법

2.1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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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란지

의 전미분(Total derivative) 형태이고, 이는 입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해 계산된다. 한편, 우변은 압력 구배항, 점성항 그리

고 외력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시뮬레이

션하기 위해서는 지배방정식의 편미분 연산자를 포함하는 모

든 항을 MPS법의 상호작용 모델에 의해 치환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PS법을 개량하여 정확도와 안정성을 향

상시킨 PNU-MPS 법(Lee et al., 2011)을 도입하여 입자간 상

호작용 모델로 치환하였으며, 각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단, 구배모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Khayyer 

and Gotoh(2011)가 제안한 수정된 모델을 적용하였다.

2.2 구배모델

PNU-MPS 법에서는 입자 와 그 주변 입자 사이에서 입자

의 작용·반작용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구배 모델을 사용하였다.

∇  
≠
 

 
      (3)

하지만, 남정우(2012)는 손상된 탱크로부터의 기름 유출 문제

에 대하여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여, 기름 확산의 과정이 불충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산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선형 항

들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 Khayyer and Gotoh(2011)가 제안한 

식 (5)의 수정행렬 (Corrective Matrix)을 도입하여 수정된 구배

모델 식 (4)를 적용하였다. 단, 구배 모델에서 중심 입자에 대한 

구배 벡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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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계산 공간의 차원,  는 중심입자 의 통계적 체적

(Statistical volume), 는 초기 입자 배치 상태에서의 일정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입자수밀도(Particle number density)이

다. 입자 의 입자수밀도는 식 (7)과 같이 정의하고 는 커넬함

수로 식(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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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체 운동 모델

강체 운동 모델은 Koshizuka and Oka(1996)이 제안한 모델

을 도입하였다. 정성준 등(2006)과 남정우(2012)는 이 모델을 

단순한 부유체의 횡동요 문제에 적용해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서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먼저, 각 시간 스텝에 있어서 먼저 유체 입자와 강체 입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체입자로서 비압축성 알고리즘의 

계산을 행한다. 그 후 강체 입자에 대해서만 강체 입자 사이의 

어긋난 상대적 위치를 수정하는 계산을 행한다.

강체 중심의 병진 속도 벡터 와 각속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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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기서 는 강체의 중심 좌표, 는 관성모멘트, 그리고 는 각 

강체 입자와 중심과의 거리벡터이며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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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와 (10)에서 구한 강체 중심의 속도와 각속도를 이용하

여 각 강체 입자들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재계산한다.

×  (14)

3. 수치 시뮬레이션

3.1 벽면에 대한 소상파고 시뮬레이션

2차원 수치조파수조에서 고립파를 생성하고 이에 따른 파랑

의 소상파고를 계측하여 시뮬레이션 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Fig. 2는 수치파랑수조의 초기 조건을 도식화한 것이다. 수조의 

왼쪽 벽면에 설치된 피스톤(Piston) 형의 조파기로부터 고립파

가 생성되며, 는 조파기의 수평방향 이동변위이고, 은 오른쪽 

벽면의 최대 소상파고, 는 오른쪽 벽면의 경사, 는 고립파의 

최대 진폭 , 는 수조의 수심, 은 조파기로부터 오른쪽 벽면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길이이다.

고립파 생성을 위한 수치 조파기의 시간 궤적은 다음과 같다.

 
 tanh  (15)

여기서 는 조파기의 수평 변위,   ,   , 

그리고 는 중력 가속도 이다.

위의 식(15)에 Newton’s Rule(Hughes, 1993)을 적용하면 식

(16)으로 표현되며,


   


  
 

 (16)

위 식을 시간에 대한 이산화를 적용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7)

Table 1 Condition of simulation for convergence tests

   

1.5m 0.3m 0.1m

0.01m

0.1~0.6
0.005m

0.0025m

0.00125m

Fig. 2 Initial setup for simulation

Fig. 3 Comparison of maximum run-up of solitary wave with 

different amplitudes for =90°

Fig. 4 Comparison of maximum run-up of solitary wave with 

different amplitudes for =45°



여기서 조파기의 스트로크(Stroke)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8)

먼저, 입자 크기에 대한 수렴성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1과 같

이 길이 은 1.5m, 높이 는 0.3m, 수심 는 0.1m, 우측 벽면

의 기울기 가 90°일 때, 입사파의 수심에 대한 파고비( )를 

0.1간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구해진 소상파고의 최대높

이를 Hall and Watts(1953)의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이 때 초기 

입자간 간격 은 1cm, 0.5cm, 0.25cm, 0.125cm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입자수 1,500, 6,000, 24,000, 96,000개씩을 사용하였다.

Fig. 3은 우측 벽면에서 입사파에 의해 발생한 소상파고의 최

대 높이를 수심으로 무차원화 하여 실험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

낸다. 파고가 아주 작을 경우는 입자간 간격에 상관없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지만, 입사파의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입자간 간격이 작아질수록 수렴하는 형태를 보

이며 =0.0025m일 때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수렴한 

결과는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렴한 입자간격인 0.0025m를 사용하여 우측 벽면

의 기울기 가 45°일 때 다양한 입사파고( )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실험(Hall 

and Watts, 1953), BIEM(Boundary Integral Equation Method) 

결과(kim et al., 1983), 그리고 이론식인 Runup law (Synolakis, 

1987)에 의해 나온 결과 값들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Runup law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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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M의 경우 파고가 높아지면서 실험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단순한 이론식인 Runup law의 경우 실험과 다소 차이를 보이

지만 경향이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과 정량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다.

3.2 안벽 주변 부유체 거동 시뮬레이션

전 절에서는 2차원 수치파랑 수조에서의 고립파 생성 기술에 

관하여 실험, 이론식, 타 수치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그 타

당성을 보였다. 본 절에서는 고립파의 전파에 따라 안벽 주변에 

위치하는 부유체의 거동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안벽 주변 부유체를 포함하는 수치파랑수조의 초기

조건을 나타낸다. 고립파는 전 절에서 사용한 조파식을 사용하

여 생성하였다. 수심은 0.67m이고 수치조파수조 내에는 1:3의 

경사를 가지는 바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Table 2와 같이 부유

체의 폭은 0.23m, 깊이는 0.1m, 흘수는 0.02~0.05m까지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입자간 간격 은  0.01m이며 입자수는 78,000개이다. 

또한 고립파의 목적 파고는 0.065m로 가정하였다. 먼저, 고립파

로 인해 안벽을 타고 올라간 최대 파고를 살펴보기 위해 부유체

가 없는 상태로 Fig.6과 같이 안벽 시작지점부터 0.05m간격으로 

파고계를 설치하였다. Fig. 7에는 시간에 따른 각 계측지점에서

의 파고를, Fig. 8에는 각 계측지점에서의 최대 파고를 나타낸다. 

안벽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상승한 파고가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흘수를 갖는 부유체의 거동에 관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했다. Figs. 9~10은 부유체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이 수평방향과 연직방향으로 각각 움직인 거리의 시간

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 흘수가 적은 가벼운 물체일수록 연직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적어지는 반면 수평방향으로의 이동거

리는 커지고 있다. 이는 부유체가 고립파의 파정에 실려 안벽을 

넘어 갈 때 가벼운 경우 상대적으로 멀리까지 이동을 하지만, 

무거운 경우 초기의 흘수 차만큼 파정에 실려 연직으로 상승하

고 수평방향으로는 덜 이동하기 때문이다. Fig. 11은 본 시뮬레

이션의 t=5.6~6.2초까지 부유체의 거동을 나타낸다. Masuda et 

al.(2011)의 실험에서의 뷰유체의 거동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지

만, 고립파의 생성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추후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법인 PNU-MPS법(Lee et al., 2011)을 이용

하여 지진해일과 유사한 형태인 고립파에 의해 해안안벽 주변에 

놓인 부유체의 거동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먼저, 입사파에 따

른 경사진 벽면에서의 소상파고의 높이를 실험 및 이론치와 비

교하였으며 정성적·정량적으로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진해일에 의해 안벽 주변에 있는 부유체의 흘수에 따른 

거동을 시뮬레이션 하여 흘수의 변화에 따라 부유체의 이동거리

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실험과의 비교를 포함하

여 연안역 부근의 지진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학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Dimension of floating body with various draft

Breadth(m) Depth(m) draft(d)(m) density(kg/m3)

0.23 0.1

0.02 200

0.03 300

0.04 400

0.05 500

Fig. 5 Initial setup including floating structure near quaywall



Fig. 6 Arrangement of wave gauges over apron

Fig. 7 Time history of wave elevation

Fig. 8 Comparison of maximum wave elevation from H1 to H4

Fig. 9 Horizontal displacements of floating model

Fig. 10 Vertical displacements of floating model

 

      (t=5.6sec) (t=4.0sec)

 

      (t=5.9sec) (t=4.5sec)

 

(t=6.2sec) (t=5.0sec)

Fig. 11 Time-sequential behaviors of floating body (left: 

present, right: Exp.(Masud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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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study area

1. 서    론  

 재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라 수리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와 자연재해 방을 한 책은 매우 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갖는 요성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와 그 보존

을 해서 사회·경제  측면의 편익을 극 화 하기 한 안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세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개발을 진하면

서 지역사회의 안 을 도모하는 다목 , 다기능  효과를 추구

하게 된다. 남강 의 경우 유역면 에 비하여  규모가 턱없

이 작으나,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용수를 충족시키면서 하류

지역을 홍수로부터 방어해야하는 국가 주요 시설물  하나이

다. 이러한 남강 으로부터 방류된 방류수가 해역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분석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

해역인 사천만(Fig. 1)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

근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가 남강댐으로 여러 차례 유입됨

에 따라 효율적인 저수지운영을 통하여 홍수조절을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태풍 루사 당시에는 제수문을 통한 계획방류량 

이상의 방류가 불가피 하였고, 태풍 매미 및 에위니아 당시에

도 계획규모에 근접하는 방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지역인 가화천 유역과 사천강, 중선포천 및 죽천천 등 사

천만 일원에서 내수배제불량과 함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태풍 루사에 의한 PMP 및 PMF의 증가로 남강댐의 안

전도를 고려한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따른 사천만의 계획방류

량 증가와 태풍 매미 사천만 통과 등 수리 수문학적 조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일부 지방하천은 하천 정비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사천만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물리적 현

상규명 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

모형실험과 3차원 수리모형실험의 지점별 수위 결과를 비교하

여 사천만 해역 및 일원의 남강댐 방류량에 따른 사천만 해역

및 일원의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Computational isobathymetric map Fig. 2 Computational domain
Fig. 3 Boundary conditions and observed

 point of tidal level

2. 수치모형실험 

2.1 기초방정식 

본 연구에서의 3차원 수치모형실험은 사천만 해역의 현상태 

해수유동을 재현하기 위하여 개량형 POM(Princeton Ocean 

Model)을 이용하여 계산을 실시하였다. POM은 하구, 연안 및 

외해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3차원 원시방정식을 수치화하였

으므로 baroclinic for cing을 고려한 해수유동 모델링 및 수온, 

염분, 오염 물질의 수송․확산 모델링에 사용될 수 있다. σ좌표

계는 물리공간에서 비뚤어진 격자이기 때문에 좌표변환을 할 필

요가 있다. 데카르트 좌표계    에서 σ좌표계   로의 

변환식은 다음 식에 의하여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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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조위, 는 전수심≡     는 기준위치에서

의 수심 )을 나타낸다. σ값의 영역은 -1에서 0이고, 에서 

  ,  에서   이 된다. 본 모델에서 사용된 기

본방정식은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속도, 수위변

화, 염분과 온도장을 나타내며, 동수역학 근사와 Boussi nesq 

근사를 적용할 때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및 확산방정식은 각

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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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방향 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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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방향 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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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방향 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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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편차의 확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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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편차의 확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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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각각   방향의 유속, 는 중력가속

도, 는 기준밀도, ′ 는 그 위치의 밀도와 기준밀도와의 차, 

은 연직 와동점성계수, 는 연직 와동확산계수,     

는  방향의 수평점성항, 는 기준수온에서의 수온편차,

는 기준염분에서의 염분편차, 은 복사열, 
  

는 수온, 염

분의 수평확산항을 나타낸다. 개량형 POM은 Slφrdal(1997)법을 이

용하여 수평압력경사의 보정을 통해 수역 전체 유속의 과대평

가와 연직방향으로의 수치계산상의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수치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그 용성을 검증하 으

며(윤종성 등, 2006), 수치모델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선행 연

구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2.2 수치모형실험 방법  

각 격자의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축척 1:250,000의 수치해

도 No.229를 이용하였고, Fig. 2 와 Fig. 3에 본연구의 계산 대상

영역의 등수심도와 격자망도를 나타내었으며, Table 1 과 Table 

2에 수치모형실험의 내용 및 실험안을 나타내었다. 

Table 1 Summary of Numerical Model Experiment 

구 분 내 용

사용모델 POM(Princeton Ocean Model)

계산범위 경상남도 사천시 일대 해역(27.2km 32.0km

격자구성 △x = △y = 50~800m

격 자 수 161  163  5

경계조건 개경계에서의 M2 + S2 + K1 + O1 분조



Fig. 4 Comparision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tidal level 

Fig. 5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tidal current elipse

Table 2 Case of Numerical Model Experiment

구 분 하천유량 (unit : m3/s)

Case A
소조기

   가화천 : 3,250

  중선포천 : 1,015
  사 천 강 : 1,193
  죽 천 천 : 810
  곤 양 천 : 893
  묵 곡 천 : 257

대조기

Case B
소조기

   가화천 : 4,680
대조기

Case C
소조기

   가화천 : 5,520
대조기

Case D
소조기

   가화천 : 8,738
대조기

Case E
소조기

   가화천 : 13,620
대조기

Case F
소조기

   가화천 : 18,436
대조기

2.3 수치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수치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측점에서 

측정된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 하였다. 두

지점의 관측점 위치는 Fig. 3 에 나타내었으며, 조화상수 값은 

국립해양조사원의 비토섬과 삼천포항의 관측점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관측결과와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Fig. 4 와 같이 

약간의 진폭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Fig 5의 조류검증 또한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수치모델에 의한 계산결과는 사천만 해역의 유동구조를 잘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리모형실험

3.1 수리모형의 제작 

 본 사천만 실험해역과 같이 큰 해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모형의 평면축척을 작게 하여야 하나 실험 공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Fig. 6과 같이 1/150의 축척에 의한 정상모형으로 제

작하였으며, 지형측량과 수심측량에 의한 등고선 및 등수심도

를 토대로 측량을 실시하여 수조에 1/150의 등고선과 등수심

도를 제현한 후 레벨을 이용하여 각 지점의 표고차를 재현하

여 CON' C 타설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특히 해저지형의 경우 

25~50cm 간격의 격자망을 설치하여 등수심선을 정도 높게 재

현하였다. 모형의 제작 후에는 페인트로 도색하여 사진 촬영시 

모형경계의 구분이 분명하도록 하였다(Fig. 7).

3.2 수리모형의 축척 및 상사

 모형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모형과 원형의 특성이 상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수리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중력이 지

배하는 경우이므로 Froude 상사법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상사 법칙은 유체의 관성력과 중력의 두 가지에 애하여 상

사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시간 및 속도의 축척은 길이 축

척의 평반근으로 정한다.

기하학적 축척 :                                    (8)

시간축척 :                                (9)

여기서 첨자 과 는 모형(model)과 원형(porototype)에 대

한 양을 의미하며 과 는 각각의 길이와 시간의 차원을 나타

내는 단위이다.

3.3 수리모형실험의 방법 

 수리모형실험에서 필요한 유량은 각 하천 유입부에 저수조와 

웨어(weir)를 설치하고 펌프와 파이프를 통하여 적절한 유량을 

공급하였으며, 수위와 파고의 측정은 전기저항식 에 의한 파고

계를 사용하였고, 수위의 경우 각 Case별로 하천의 수위변화를 

지점별로 측정하였다. Table 3에 Case별 수리모형 실험안을 나

타내었다.

3.4 수치모형실험과의 수위결과 비교․분석 

 Fig. 8와 같이 합류지점, 가화천 입구, 중선포천 입구, 사천강 

입구, 진사공단 앞의 5개 지점의 각 Case별 수치모형실험과 수

리모형실험 수위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남강댐 방수로

인 가화천 방류량에 따른 Case별 수위를 측정하여 조위 상승



Fig. 6 Range of Hydraulic model

 experiment
Fig. 7 Three dimensional plane model Fig. 8 Comparison of water level point

Table 3 Case of Hydraulic model experiment

구 분 가화천 중선포천 사천강 죽천천 파랑 단위

Case A-1
원형 3,250 983.55 1,147.1 782.01

파랑무
(m3/s)

모형 11.79 3.57 4.16 2.84 (ℓ3/s)

Case A-2
원형 3,250 983.55 1,147.1 782.01

파랑유
(m3/s)

모형 11.79 3.57 4.16 2.84 (ℓ3/s)

Case B-1
원형 4,680 983.55 1,147.1 782.01

파랑무
(m3/s)

모형 16.98 3.57 4.16 2.84 (ℓ
3/s)

Case B-2
원형 4,680 983.55 1,147.1 782.01

파랑유
(m3/s)

모형 16.98 3.57 4.16 2.84 (ℓ3/s)

Case C-1
원형 5,520 983.55 1,147.1 782.01

파랑무
(m3/s)

모형 20.03 3.57 4.16 2.84 (ℓ3/s)

Case C-2
원형 5,520 983.55 1,147.1 782.01

파랑유
(m3/s)

모형 20.03 3.57 4.16 2.84 (ℓ
3/s)

Case D-1
원형 8,738 983.55 1,147.1 782.01

파랑무
(m3/s)

모형 31.71 3.57 4.16 2.84 (ℓ3/s)

Case E-1
원형 13,620 983.55 1,147.1 782.01

파랑무
(m3/s)

모형 49.43 3.57 4.16 2.84 (ℓ3/s)

Case F-1
원형 18,436 983.55 1,147.1 782.01

파랑무
(m3/s)

모형 66.90 3.57 4.16 2.84 (ℓ
3
/s)

Table 4 Comparison of water level result            (unit : m)

구 분
유량
(無)

Case 
A

Case 
B

Case 
C

Case 
D

Case 
E

Case 
F

주변
지반고

합류
지점

수치 3.50 4.00 4.10 4.40 4.80 5.50 6.50

수리 3.62 3.99 4.5 5.49

가화천
입구

수치 3.50 3.9 4.00 4.00 4.10 4.3 4.50
4.5

수리 3.62 3.99 3.83 4.27

중선포
천입구

수치 3.50 4.00 4.30 4.40 4.80 5.5 6.60
5.0

수리 3.67 4.12 4.12 5.36

사천강
입구

수치 3.40 4.00 4.20 4.40 4.80 5.4 6.60
5.0

수리 3.93 3.97 4.01 5.29

진사
공단앞

수치 3.50 4.00 4.30 4.40 4.80 5.5 6.60
4.5

수리 3.65 4.01 4.74 5.67

고를 고려한 수위와 수위 상승량을 분석한 결과 가화천 방류

량이 증가할수록 배수위(backwater)의 영향에 의해 중선포천과

사천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

선포천과 사천강 일대는 Case E(13,620m3/s)와 Case F(18,436m3/s)

의 경우 배수위의 영향이 다른 Case 보다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중선포천일대는 수위량이 최대 3.54m 까지 상승 하였고 사

천강의 경우 최대 3.27m로 산정되어 제방고를 상회하여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모형실험 결과에서는 Case C(5,520m3/s)의 

경우 가화천 방류수가 진사공단 주변 지반고에 거의 육박하는 수

위를 나타내었으며, Case D(8,738m3/s) 이상의 유량조건에서는 주

변 지반고 보다 높게 수위가 나타나 범람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의 방류수로 인해 사천만 해역 및 일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수치모형 

실험과 수리모형 실험을 비교하여 물리적 현상을 명확하게 규

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남강대 방류지인 가화천 방류량 변화에 따른 3차원 해수

유동 수치모형실험과 3차원 수리모형실험의 수위결과를 합류

지점, 가화천 입구, 중선포천 입구, 사천강 입구 및 진사공단 

앞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약간의 지역적

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2) 남강댐 방류량 방류량에 따른 Case별 수위를 측정하여 조

위 상승고를 고려한 수위와 수위 상승량을 분석한 결과 가화

천 방류량이 증가할수록 배수위(backwater)의 영향에 의해 중

선포천과 사천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강댐 계획방류량 유무를 고려한 각 시나

리오는 사천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물리현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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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Wave observation 파랑관측, Geoje floating buoy 거제해상관측부이, Gwangan light beacon 광안해양관측등표, Significant 
wave height 유의파고, Wave direction 파향, STWAVE 

ABSTRACT: In order to research the wave characteristics in Suyeong bay on typhoons in 2011, this study were carried out observation 
of waves on typhoon “Ma-on“ and “Muifa“, calculation of wave characteristics using STWAVE and comparison with significant wave 
heights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data at three in-situ measurements (Geoje floating buoy, Gwangan light beacon, Observation 

point). The model input parameters are significant wave height, peak period and wave direction in Case 1 and changed edited wave 
direction instead of original it in Case 2.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at Gwangan light beacon (St.1) and Observation point (St. 2) in case 

of “Ma-on” was observed, respectively, 2.8m, 2.6m and calculated by STWAVE 1.76m, 2.8m. Also, the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in case of “Muifa” observed at St. 1 and St. 2 was 3.5m, 3.82m and calculated 2.5m, 3.97m, respectively. Our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observed and numerical in Gwangan light beacon on two typhoon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observed and numerical in Observation point on two typhoons.

1. 서    론  

본 연구대상해역인 부산 수영만은 서쪽에는 광안리해수욕장, 

동쪽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이 있는 해안선이 짧은 협소한 만

의 지형적 특성을 가지며,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

인 해안도시이다. 또한 만내 측에서는 수영강을 비롯하여 춘천

천, 용호천, 대연천 등의 소규모 하천이 분포하여 강우에 의한 

도시우수가 유입되는 등 해양물리환경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해역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태풍의 발달이 잦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수영만 주변 해안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태풍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조사한 연구 결과로서 2003

년 태풍 “Maemi” 내습시 강(2005)은 수영만 매립지 내의  

D.L. (+) 5m의 호안을 월파한 수괴에 의해 호안배후가 침수되

었고 건물 1층의 유리가 파손되었으며, 호안배후의 도로를 통

행하던 차량이 2블록 정도 떨어진 내륙부까지 떠밀려 가는 등

의 피해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사장의 사무실용 컨테

이너가 떠밀려 가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Takayama 등(2004)은 태풍 “Maemi” 내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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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장, 기압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일 및 파랑을 추산하였

고, 그 결과 수영만 외해 측의 해일은 약 0.6m, 유의파고는 

6~7m, 주기는 15sec로 계산되었다.

이렇듯 심각한 피해를 입힌 태풍 “Maemi”는 경상남도 사천

에 상륙하여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으며, 이때 부산․경남은 태풍

의 위험반원에 들어 가항반원에 든 지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

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태풍의 이동경로 또한 태풍 내

습시 해안에 내습하는 파랑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이다. 태풍 경로에 대한 연구로서 박(1992)은 최근까지 한반도

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경로별 피해사례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러나 경로가 다른 태풍이 한반도에 내습한 경우 관심 해

역에 입사된 파랑을 직접 관측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파랑

변형 수치실험을 통하여 경로가 다른 두 태풍의 파랑 특성을 

비교․분석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안리, 해운대 지역을 포함하는 수영

만 영역에 대해 2011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방향성 파고

계를 이용하여 태풍경로가 다른 두 태풍 “Ma-on”과 “Muifa”의 

내습시 파랑을 계측하고, 관측된 파랑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STWAVE(Steady-State -Spectral Wave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동일 기간의 거제해상관측부이의 관측 자료를 수치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계산된 수치실험의 

결과를 광안대교 전면해역의 해양관측등표의 자료와 방향성 파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고계를 설치한 관측지점의 자료와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2. 태풍별 관측된 파랑특성 

2.1 내습된 태풍별 특성과 현장관측 개요

Fig. 1은 2011년 7월과 8월에 내습한 태풍 “Ma-on”과 “Muifa”

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태풍 “Ma-on”은 서진하다 북

상하여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 한반도 남동해안에 영향을 미

쳤다. 또한 “Ma-on”은 크기가 매우 컸기 때문에, 중심에서 수

백km 떨어진 한반도 영남지방에도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를 

발령시키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영동에는 소량의 비가 왔다.

Fig. 1 Routes of typhoon "Ma-on" and "Muifa"

태풍 “Muifa“는 7월 28일 발생하여 8월 7일부터 8일까지 한

반도 서해로 북상하면서 태풍진행방향의 동쪽에 위치한 제주

도와 서해안 서울지역에 강한바람을 동반하여 많은 피해를 입

혔다. 특히 태풍이 따뜻한 바다 위를 느리게 이동하며 발달하

여 제주도 및 전남지방은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었다. 부산지

역에서도 풍랑경보와 강풍주의보를 발령시켰으며, 수영만 지역

에서는 고파랑 내습으로 인한 월파현상으로 차량이 십여 대가 

침수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 

2011년 7월 16일 16시부터 2011년 8월 15일 11시까지 Fig. 1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St. 2에 방향성 파고계(MIDAS-DWR)를 

설치하여 수영만으로 입사되는 파랑을 계측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두 개의 태풍 “Ma-on"과 ”Muifa"가 대상해역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검증자료로서 천해역의 파랑관측은 광안

해양관측등표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심해의 파랑관측은 

거제해상관측부이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광안해양관측등표

와 거제해상관측부이의 위치와 제원은 Fig. 2와 Table 1에 각

각 나타내었다.  

Fig. 2 Location of the study area

No. Depth (m) Location Observation parameter

St.1 10
35° 07′54″(N)

129° 08′09″(E)
Wave height, period,

St.2 17.5
35° 08′37″(N)

129° 09′05″(E)
Wave height, period,

direction

St.3 84
34° 46′00″(N)

128° 54′00″(E)
Wave height, period, 

direction

Table 1 Location and observation parameter at the stations

2.2 관측지점별 파랑자료 비교분석

방향성 파고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의 

거제해상관측부이와 광안해양관측등표에서 계측되어 제공된 파

랑 분석값을 Fig. 3에 도시하였다. 태풍 “Ma-on”이 내습한 7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세 지점의 최대 유의파고( )는 각각 거

제 3.3m, 광안 2.8m, Observation point 2.822m이었으며, 태풍 

“Muifa”가 내습한 8월 7일과 8일 사이의 최대 유의파고는 각각 

거제 5.3m, 광안 3.5m, Observation point 3.8m이다.

그런데 Fig. 3의 세 번째 그래프인 거제해상관측부이의 풍향-

파향 변화를 보면, “Ma-on”의 풍향과 파향이 일정한 반면, 

“Muifa” 때에는 풍향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Results of wave characteristics with time series at each 

observed stations

3. 파랑변형 수치실험

3.1 수치실험 개요

태풍 내습시 파의 진행을 시뮬레이션하기위해 미국공병단에

서 개발한 STWAVE(Steady-state-Spectral Wave Model, Smith 

et al., 1999)를 사용하였다. 

STWAVE 모델은 연안역에서 풍파의 성장과 전파에 있어 쉬

운 적용성, 유연함 그리고 강력함을 갖춘 모형으로서 수심변화

에 의한 굴절․천수변형, 흐름에 의한 굴절․천수변형, 수심 

및 파형경사에 의한 쇄파, 회절, 바람에 의한 파의 성장, 그리

고 파 상호작용 및 파랑장의 성장에 있어서 에너지를 재분배

하고 감쇠시키는 백파현상을 수치모의 할 수 있다. 파 에너지 

전파를 따라서 정상상태의 스펙트럼 파랑작용 보존에 대한 지

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Jonsson, 1990).

  
 cos




                     (1)

여기서, :  파랑에너지 밀도,  : 물의 밀도, : 에너지

의 source와 sink 항, : 파향선 각도, : 각주파수, : 중력가

속도, : 파수, : 수심, 하첨자 : 기준축에서 흐름에 상대적인 

파의 매개변수, 하첨자 : 흐름에 절대적인 파의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은 기준점을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이

동좌표계로 고려하여 다루며, 이 경우 파의 분산관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낸다(Jonsson, 1990).

                                             (2)

이에 비해 절대 각주파수 의 분산방정식은 (3)과 같다.

                                     (3)

 여기서 , 계수 : 흐름의 속도, : 상대적 흐름의 방향(x축), 

: 파봉선과 직교 절대파속과 군속도의 방향은 파봉선의 직각

(Wave orthogonal)방향이다. 절대 기준축에서는 (4), (5)와 같다.

                                        (4)

                                           (5)

 파향선 각도 는 (6)과 같다. 

 tan  cos 

 sin                                  (6)

 여기서 , 하첨자 는 와 축 성분에 대한 텐서(tensor)표기법

이며, 흐름에 대한 상대 파속도와 파의 군속도는 (7), (8)과 같다.



                                                  (7)

  sinh
                                   (8)

3.2 계산영역 및 수치실험조건

계산영역은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제해상관측부이를 

포함하는 광역과 수영만의 협역으로 구성하여 광역 계산결과

를 협역 계산의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영역

의 해안선 및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NORI)에서 발간하는 거제 

동부 해역 수치해도(n224a)에서 추출하였다. 광역과 협역의 계

산격자에 대한 설명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4 Computational Domain and depth

Region Location
Distance

(km)
Grid 

size (m)
Grid 

number

Wide
(N)  34-20-12~35-10-21
(E) 128-36-53~129-10-51

52.5×57.5 250×250 210×230

Small
(N)  35-05-12~35-10-21
(E) 129-06-22~129-10-51

8.4×8.9 50×50 168×178

Table 2 Information of Computation grid 

태풍 내습시 수 만에 입사하는 랑을 계산하기 하여 거

제해상관측부이의 2011년 7월 16일 16시부터 동년 8월 15일 

11시까지 약 30일 동안의  ,  , Wave direction의 자료로부

터 Table 3와 같이 파랑제원을 결정하여 수치모의를 실시하였

다. 광역과 협역의 계산형태는 각각 full-plane과 half-plane 방

식을 사용하였다. 광역의 경우 거제해상관측부이의 파향을 검

토한 결과, 모든 방향에서 파랑이 입사되었으므로 STWAVE의 

강점인 입사경계에서 다방향 파랑을 조파할 수 있는 full-plane

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고, 협역의 경우 모든 파향에서 극단적

인 굴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심과 평행한 형태의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half-plane 방식을 사용하였다. 

입사파랑의 스펙트럼은 JONSWAP형으로 사용하였으며, 수

치모델의 입력값은 현장관측과 동일 시간의 거제해상관측부이

에서 분석하여 제공된 유의파고( ), 평균파주기()를 이용하

였다. 특히, STWAVE에서는 평균파주기 대신 극대파의 주기

( )를 입력값으로 사용하므로, 극대증진계수( )가 3~10으로 적

용된 본 모델에서는 스펙트럼형상에 의한 대표주기비의 변화

식인  로부터  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수치실험의 예비실험결과, 거제해상관측부이 입력

자료 중 파향이 일정하지 않아 계산된 결과와 관측된 결과가 

잘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파향을 얻기 위해 해양관

측부이의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된 해양기상관측장비 표

준규격(2006)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확한 파향 산출근거가 

없어 변동이 심한 파향에 대해서 10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탁

월 파향을 주 파향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Table 3과 같은 실

험 case를 만들었다. 

Table 3 Input conditions of Numerical simulation(STWAVE) cases

input Case 1 Case 2

 Geoje Buoy data 
(2011. 7.16~2011. 8.15)

Wave direction No edit Edit (main direction)

Wind None

Bottom Friction None

4.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한 수치실험 결과

4.1 관측지점별 파랑자료 비교분석

Fig. 5는 Case 1과 Case 2에서 계산된 결과를 세 지점에서 관

측된 유의파고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Case 1의 경우 거제

해상관측부이(St. 3)에서의 파향의 변화가 심하여 관측값과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10시간 단위로 탁월 파향을 주 파향으

로 결정한 Case 2에서는 관측값과 좋은 일치를 보였다.  

Fig. 6은 Case 2의 계산된 결과를 태풍 “Ma-on”과 “Muifa” 

내습시 St. 1과 St. 2지점에서의 관측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태풍 “Ma-on”은 7월 18일 21에서 7월 22일 18시까지, 태풍 

“Muifa”는 8월 5일 16시에서 8월 9일 10시 까리로 설정하였다. 

St. 1에서 “Ma-on” 내습시 관측된 최대 유의파고는 2.8m, 수치

모의한 값은 1.76m로 나타났다. “Muifa” 내습시 최대 유의파고

는 3.5m, 수치모의 값은 2.5m로 나타났다. 수치모의와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 최대 유의파고가 최대 1m 이상 차이가 나타났으

며, 최대 유의파고가 발생된 시간 또한 다르다. 

그러나 St. 2에서 “Ma-on“ 내습시 관측된 최대 유의파고는 

2.6m, 수치모의한 값은 2.8m로 나타났으며, ”Muifa“ 내습시 St. 

2에서 관측된 최대파고는 3.82m, 수치실험 결과는 3.97m로 나타

났으며, St. 1과는 다르게 최대 유의파고 차이도 0.2m 이하였으

며, 발생된 시간 또한 유사하다. 따라서 경로가 다른 두 태풍임

에도 불구하고 광안해양관측등표는 현장관측과 수치실험결과가 

다른 반면, Observation point에서는 좋은 일치를 보인 것은 

Observation point에서는 일반적인 파랑변형이 발생하였으나, 

광안해양관측등표는 또 다른 영향인자로 인해 관측된 유의파고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Case 1 Case 2

Fig. 5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significant wave height with two cas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TWAVE(Steady-State-Spectral Wave Model)

모델을 이용하여 Case별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수행된 계산

된 결과는 광역의 경우 거제해상관측부이(St. 3)의 계측값과 비

교하였으며, 협역에서는 광안해양관측등표(St. 1)와 Observation 

point(St. 2)에서의 관측결과와 비교하여 태풍 “Ma-on"과 "Muifa" 

내습시 수영만내의 파랑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거제해상부이의 관측된 원자료를 사용한 경우(Case 1)와  

Case 1에서 변동이 심한 파향에 대해서 10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탁월 파향을 주 파향으로 결정한 경우(Case 2)의 수치모의 비교 

결과, Case 1에서는 관측된 유의파고( ) 결과와 잘 일치되지 

않았지만, Case 2에서는 두 태풍이 내습한 시기를 포함한 대부

분의 시계열에서 매우 좋은 일치를 보였다.



Fig. 6 Comparison between the observed and simulated time-series of significant wave heights at each station on "Ma-on" and "Muifa"

(2) Case 2의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태풍 “Ma-on”과 

“Muifa” 내습시 유의파고 관측 및 수치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광안해양관측등표(St. 1)에서 “Ma-on” 내습시 관측된 최대 

유의파고는 2.8m, 수치실험은 1.76m로 나타났으며, “Muifa” 내

습시  관측된 최대 유의파고는 3.5m, 수치실험은 2.5m로 나타나 

큰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Observation point(St. 2)에서 “Ma-on” 

내습시 관측된 최대 유의파고는 2.6m, 수치실험은 2.8m로 나타

났으며, “Muifa” 내습시 관측된 최대 유의파고는 3.82m, 수치실

험은 3.97m로 나타나 두 값의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 태풍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수영만은 태풍 “Ma-on”의 

경로에서 가항반원에 속하였고, 태풍 “Muifa”는 위험반원에 속

하였다. 두 태풍과 수영만과의 거리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위험

반원에 든 해역인 경우 유의파고가 높게 관측되었으며, 수치시

험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태풍 내습시 정도 높은 파향 자료를 획득

하면 보다 정밀한 파랑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지적인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고려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이

들 인자가 태풍 내습시 수영만 내의 파랑특성에 미치는 영향정

도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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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RT급 해수냉난방시스템의 성능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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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irect cooling 직접냉방, Deep seawater 해양심층수, Seawater heat source 해수열원, Tandem heat pump (탠덤 히트펌
프)  

ABSTRACT: This study experimented on a heating and cooling system that uses the deep ocean water as a heat source in a laboratory 

equipped with the water intake system. Experiments on direct cooling using the deep ocean water of yearlong temperatures at 5 oC or less were 
performed. Experiments on heating using a heat pump system were performed with various ocean waters as heat sources including the deep 
ocean water at 5 

oC, the surface ocean water at 10 oC, and the ground ocean water at 13 oC, among others. 

The comparison results between the conventional cooling systems and the direct cooling system using the deep ocean water revealed that the 
latter saved approximately 75.6% of the TOE and reduced the carbon dioxide exhaust by about 1.45 tCO2. The heating COPs of the surface 
ocean water and the ground ocean water increased by approximately 2.9% and 8.4% more, respectively, than that of the deep ocean water.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로 인하여 선

진국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 규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이 촉진되

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급격히 변화하

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변화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내의 에너지 소비 비율 중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

지 사용량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서는 난방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율이 높았으나 기후 변화 및 거주자들의 삶

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냉방에

너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진국에서는 해수나 호수가 가지고 있는 저

온의 심층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

로 연구되고 실용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이에 대한 많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박준택 등, 2002). 

이 중 해수 열에너지는 양적으로 풍부한 자연에너지로서 온도

의 계절변동이 하천수에 비해 적고, 동결온도가 약 -1.9℃로 낮

아 하천수보다 저온까지 열 이용이 가능하며, 냉·난방 시 대기

와 5～10℃ 정도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어 히트펌프의 열원 및 

냉각수로 활용하여 냉·온열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아주 

김현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45-7

033-630-5000  hyeonju@kordi.re.kr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인 점

을 고려하면 해수 열에너지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계절적 변동을 예측하여 계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 부산, 울산, 강릉 등에서 해수 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존량은 약 27,000 Tcal/year 정도이

고, 평균 부존량은 유효해안선 1 km 당 약 7,180 Gcal/month로 

이는 1 km당 약 5,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난방할 수 있는 막대

한 열량으로서 (이호생 등, 2010)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인 

점을 고려하면 해수 열에너지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생각

할 수 있다.

Fig. 1은 강원도 고성에서의 계절별 수심에 따른 해수의 온도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해수는 수심에 따른 온도에 

따라 크게 해양심층수와 해양표층수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표

층수는 여름 때 약 23℃ 정도, 겨울 때에는 약 10℃ 내외를 나타

내어 기존 공랭식 히트펌프 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열원으로 사

용될 수 있다. 해양 심층수는 연중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직

접 냉방을 위한 열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해양심층수 및 

해양표층수 등의 해수를 히트펌프 열원으로 이용하는 냉난방 시

스템은 기존의 보일러와 냉동기 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약은 물

론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환경 문제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8). 

국내의 경우 해양심층수의 부존 위치에 따른 효용성 있는 심

층수가 동해에 국한되고 있다. 동해는 지형적으로 수심이 깊어

서 비교적 해안에서 근거리에 심층수가 존재하는 유리한 조건을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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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5 km 내외에서 심층수의 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Fig. 1 Seawater temperature on depth

일본 및 북유럽 등 해수 열에너지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 나라

에서는 1970년대부터 해수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

었으며, 현재는 MW급 용량으로 보급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후

쿠오카, 오사카 지역에서는 집단 냉난방/냉온수 공급을 통하여 

약 4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으며, Fig. 2는 Momochi 

지구에서의 해수냉난방 시스템 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3,000RT급 해수 히트펌프를 3대 가동 중에 있다. 이 지구에서는 

해수냉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에너지는 약 

42%, 이산화탄소는 약 50%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장기창, 2010). 

북유럽에서 해수의 온도차에너지 이용사례는 스웨덴, 노르웨

이 등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도 다수 

활용되어 있다. 북유럽은 높은 난방수요 및 지구환경 보호에 대

한 인식으로 인해 정부 및 민간이 협동으로 해수냉난방 시스템

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톡홀롬시의 발

틱해 수온이 1.5 ∼ 3℃ 정도 되므로 이를 히트펌프 열원으로 활

용하여 1MW 이상급의 히트펌프 플랜트가 다수 운전되어 난방

수를 지역난방에 필요한 80～85℃ 정도로 승온시켜 수요처에 공

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연

구가 몇몇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종철, 2006; 이재훈 등, 2008; 

오철 등, 2009), 아직 외국 사례와 같이 지역 냉난방과 같은 대

규모 냉난방 시스템에 해수 열에너지를 적용한 사례가 드물어 

그 적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해양심층수 취수설비를 가지고 

있는 해양심층수연구센터를 대상으로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 등 다양한 열원을 이용한 해수냉난방시스템 및 기존 

냉난방시스템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해수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Fig. 2 Seawater heat pump system in Momochi district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개요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 등 해수를 이용한 해수냉

난방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건물은 강원도에 위치한 해양심층

수연구센터로써, 이 건물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수냉난방, 

해양온도차발전 등 열 이용 및 수산, 농업으로의 이용 등 다양

한 분야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하기 위한 취수설비가 갖춰진 건물

이다. 

대상 건물은 연구센터 내에서 실제로 공조시스템이 적용되어

야 하는 Fig. 3과 같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연구개발동(A)과 연구센터를 견학하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전시홍보관(B)을 대상으로 하였다. 냉방이 이루어지는 연

구개발동은 2층 건물로써,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2층은 연구

실, 실험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시홍보관도 2

층 건물로써, 회의실, 전시실, 시청각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두 건물의 냉난방부하 및 면적은 Table 1과 같다. 

A
B



Fig. 3 Location and drawing of target buildings

Floor Area(㎡)
Cooling 

load

Heating

load

R&D

Building

B1F 11.1 945 2,113

1F 386.44 39,929 40,637

2F 438.46 47,519 44,351

TOTAL 836 88,393 87,101

Show

Building

1F 95.31 11,589 10,582

2F 122.82 11,794 11,868

TOTAL 218.13 23,383 22,450

Table 1 Heating & cooling load for buildings (kcal/h)

해수냉난방시스템이 적용되어질 건물들의 냉방 부하는 

111,776 kcal/h 이며 이를 냉동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37 RT 

(1RT = 3,024 kacl/h)이다. 안전율과 추후 지역 냉방시스템의 테

스트용임을 고려하여 용량은 60RT 급을 선정하였다. 시스템 용

량을 바탕으로 해양심층수 직접 냉방을 위한 판형 열교환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였고, 난방을 위해 탠덤 히트펌프를 구성하여 

설치하였다. Fig. 4는 해수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열원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고, Fig. 5는 설치된 해수냉난방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조시스템의 냉난방효율 및 소비전력 등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은 건물에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Fig. 4 Flow chart of seawater heat source

Fig. 5 Seawater heat pump system

2.2 실험 방법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 등 다양한 해수 열원을 이

용한 해수냉난방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냉방을 위해 해양심층수를 이용

한 직접냉방과 난방을 위한 3가지 해수 열원을 이용한 탠덤 히

트펌프 난방을 수행하였다. 

먼저 냉방의 경우, 해양심층수는 연중 5℃ 이하의 온도를 유

지하므로 냉방시 히트펌프 구동없이 열교환기를 통해 직접 냉방

을 수행할 수 있다. Fig. 6(a)과 같이 냉방시 해양심층수는 냉방

밸브를 통해 직접 냉방 열교환기에서 냉수와 열교환하게 되고, 

난방시에는 히트펌프 시스템의 증발기 가열열원으로 사용하여 

난방수를 실내로 공급하게 된다. 냉방시 해양심층수를 사용함으

로써 에너지 소모의 주요원인인 냉동기를 작동하지 않고 해수용 

열교환기를 통해 직접냉방을 수행함으로써 냉방시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박성제 등, 2006). 

난방의 경우,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 등 3가지를 

탠덤 히트펌프 열원으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수의 

부식으로부터 히트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3가지 해수 열원은 설

치된 판형 열교환기에서 담수와 열교환하는 간접열교환 방식을 

채택하였다. 탠덤 히트펌프는 Fig. 6(b)와 같이 2대의 히트펌프

를 설치하여 동일한 온수 및 냉수 조건하에서 단일 사이클에 비

해 평균 응축온도를 낮출 수 있고, 평균 증발온도를 높일 수 있

으므로, COP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어 본 해수냉난방시스템에 

적용되었다.

본 실험은 냉방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냉방, 난방의 경

우 3가지 해수열원을 이용한 탠덤 히트펌프 난방을 수행하기 위

하여 각각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가동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였

다. 기존 냉난방시스템은 에어컨과 보일러를 이용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연구개발동과 전시홍보관을 대상으로 실험 수행기

간은 실험 장소의 외기 온도를 고려하여 냉방시 6∼8월간 총 39

일, 난방시 1∼3월간 총 40일이며, 일반적인 사무소 사용시간인 

9∼18시(9시간)을 적용하여 각각의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실험

은 각각의 시스템을 동일한 시간동안 운전하여 동일한 부하 및 

외기 조건일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는 실내공간이 외기의 

영향에 따라 부하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얻기 위함이다. 각 시스템이 구동되어질 때 측정 항목은 외기온

도와 각 지점별 온도 및 시스템별 소요 동력이다. 이를 통하여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변화, 소요 전력 등을 분석

하고, 지존 냉난방시스템과의 소요 에너지 및 운전비용을 비교

하였다. 

(a) Direct cooling system

  

(b) Tandem heat pump

Fig. 6 Cooling and heating system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냉방 성능

Fig. 7은 냉방 실험 기간동안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 냉

방, 기존 냉방에서의 소요전력 비교와 외기온도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냉방 실험 동안의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기존 및 직접 냉방시스템의 소요전력이 동일한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기 부하가 가장 큰 9월 1일의 경

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 냉방의 경우 기존 냉방에 비해 소

요전력을 약 83.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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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egrating power and outdoor temperature on cooling

Fig. 8은 냉방 실험 기간동안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 

냉방과 기존 냉방의 TOE값을 적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 냉방과 기존 냉방

의 경우 냉방 기간 전체의 총 TOE는 각각 0.23과 0.94로 직접 

냉방의 경우 기존 냉방에 비해 약 75.6%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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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tegrating TOE of direct and conventional cooling

3.2 난방 성능

Fig. 9는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를 탠덤 히트펌프

를 이용한 해수난방시스템의 열원으로 사용할 때의 시스템 성

능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난방수 공급온도, 난방능력, 소요동

력, COP 등의 성능 지표를 표층수를 100%로 봤을 때 해양심

층수와 지하해수의 값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난방수 

50℃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난방능력 및 소요동력은 열원 

온도가 가장 낮은 해양심층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장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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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andem heatpump on heat 

source

능 계수인 COP는 열원 온도가 가장 높은 지하해수가 해양심

층수 및 해양표층수에 비해 각각 8.3%, 5.3% 높게 나타났다. 



Mode Energy
Cost

(103 Won)
TOE tCO2

Conventional 
cooling/heating

Power,959 
kWh

Oil 5,763 l
10,895 6.34 17.3

Direct 
cooling/Deep 

seawater 
heatpump

Power 
21,191 kWh

1,963 4.17 8.52

Direct 
cooling/Surface 

seawater 
heatpump

Power  
20,060 kWh

1,857 3.91 7.99

Direct 
cooling/Ground 

seawater 
heatpump

Power  
16,592 kWh

1,537 3.11 6.36

Fig. 10은 난방 실험 기간동안의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

하해수를 열원으로 이용한 탠덤 히트펌프시스템의 소요동력 및 

외기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난방 실험 

동안의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3가지 열원에서의 소요 동력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난방 외기 부하가 가장 큰 2월 2일

의 경우 열원 온도가 가장 높은 지하해수의 소요동력은 해양표

층수 및 해양심층수에 비해 각각 약 9.8%, 15.9% 작게 나타났다.

Date

Ja
n.

 0
9

Ja
n.

 1
0

Ja
n.

 1
3

Ja
n.

 1
6

Ja
n.

 1
7

Ja
n.

 1
8

Ja
n.

 2
0

Ja
n.

 2
5

Ja
n.

 2
6

Ja
n.

 2
7

Ja
n.

 3
0

Ja
n.

 3
1

Fe
b.

 0
2

Fe
b.

 0
3

Fe
b.

 0
6

Fe
b.

 0
7

Fe
b.

 0
9

Fe
b.

 1
3

Fe
b.

 1
4

Fe
b.

 1
5

Fe
b.

 1
6

Fe
b.

 1
7

Fe
b.

 2
0

Fe
b.

 2
1

Fe
b.

 2
2

Fe
b.

 2
3

Fe
b.

 2
4

Fe
b.

 2
7

Fe
b.

 2
9

M
ar

. 0
2

M
ar

. 0
6

M
ar

. 0
7

M
ar

. 0
8

M
ar

. 0
9

M
ar

. 1
2

M
ar

. 1
3

M
ar

. 1
4

M
ar

. 1
5

M
ar

. 1
6

M
ar

. 1
9

In
te

gr
at

in
g 

po
w

er
 [k

W
h]

300

400

500

600

700

800

O
ut

do
or

 m
in

im
um

 te
m

pe
ra

tu
er

 [o C
]

-80

-60

-40

-20

0

Integrating power (Deep seawater)
Integrating power (Surface seawater)
Integrating power (Ground seawater)
Outdoor minimum temperature

Fig. 10 Integrating power and outdoor temperature on heating

Fig. 11은 난방 실험 기간동안의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

하해수를 열원으로 이용한 탠덤 히트펌프시스템의 TOE값을 

적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3가지 해수 열

원을 이용한 탠덤 히트펌프 난방의 경우 기존 보일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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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tegrating TOE of tandem heat pump and conventional 

heating

한 난방에 비해 소요 에너지가 모두 작게 나타났으며, 해양심

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의 TOE는 기존 난방에 비해 각각 

약 27.1%, 31.9%, 46.7% 작게 나타났다.

3.3 냉난방 소요 에너지 및 운전비용 비교

Table 2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방과 해양심층수, 해양표층

수, 지하해수의 3가지 해수의 탠덤 히트펌프 난방 등 해수냉난

방과 에어컨 및 보일러를 이용한 기존 냉난방의 소요 에너지, 

운전비용, TOE,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서와 같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냉방과 지하해수를 이용한 

탠덤 히트펌프 난방이 소요 에너지 및 운전비용이 가장 작게 나

타났다. 해양심층수를 냉난방 열원으로 이용 시 기존 냉난방에 

비해 TOE, tCO2, 운전비용을 각각 34.3%, 50.8%, 82.0% 절감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nergy and cost conversion of conventional and 

seawater cooling/heating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 등 해수를 

이용한 냉난방과 기존 냉난방 실험을 수행하였고, 기존 냉난방

시스템과의 냉난방 성능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1) 냉방 실험 기간동안 외기 부하가 가장 큰 9월 1일의 경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 냉방의 경우 기존 냉방에 비해 소요

전력을 약 83.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 냉방의 경우 기존 냉방에 비해 

약 75.6%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난방 실험 기간동안 해양심층수, 해양표층수, 지하해수를 

이용한 탠덤 히트펌프시스템의 COP는 열원 온도가 가장 높은 

지하해수가 해양심층수 및 해양표층수에 비해 각각 8.3%, 5.3% 

높게 나타났다. 

(4)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직접냉방과 지하해수를 이용한 탠덤 

히트펌프 난방이 소요 에너지 및 운전비용이 가장 작게 나타났

으며, 해양심층수를 냉난방 열원으로 이용 시 기존 냉난방에 비

해 TOE, tCO2, 운전비용을 각각 34.3%, 50.8%, 82.0%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

용기술 개발“ 성과 중 일부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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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30ft class aluminum leisure boat is newly developed and the resistance performances are investigated by model test at 

high-speed circulating water channel. The effect of a trim tab and a fin attached on the hull side is studied at two different draft. Wave 
patterns are observed to mak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stance performance and wave characteristics. It can be found that a chine 
position at draft line can give strong effect in the resistance performance around a certain velocity range.

1. 서   론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초기 레저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터보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정우철 등(2004)은 Niwa(2002)가 제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총톤수 3톤, 30노트급 연안용 레저보트의 초기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반석호와 

김상현(2002)은 보급형 모터보트 설계를, 박충환 등(2004)은 고

속 레저선에서 스프레이 레일의 역할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

석하였다. 정우철 등(2008)은 선속 25노트 이상, 전장 20m 이

하의 고속활주선 80여척을 분석하여 주요제원 상호간의 관계

식을 도출하여 초기선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보트들은 FRP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최근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복합소재

를 사용할 경우, 선체 중량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복합소재를 이용한 30노트급 고속 

레저보트 선형개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세한 중량추정과 

실적선 분석을 통하여 기본선형이 도출되었으며, 개발된 선형

의 저항성능을 고속회류수조에서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활주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챠인의 위치뿐만 아니라 트

림탭과 선측날개 등 부가물이 저항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2. 선형개발

2.1 기본조건

본 연구에서 개발 대상으로 하는 선박은 초기 레저활동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대속력 30노트 급 소형 모터

보트로, 승선인원은 1~2 가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도인 최

대인원 8명(선장포함 9명)으로 계획하였다. 

어선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m 미만의 알루미늄 어선

의 선체중량은 동급의 FRP 어선에 비하여 약 5~10% 정도 가

볍다고 알려져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2007). 본 연구에서는 

정우철 등(2008)의 실적선 통계분석 결과와 선박안전기술공단

(200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제원을 Table 1과 같이 결정

하였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Items Dimensions

Loa / Lpp (m) 9.50 / 7.30

B (m) 2.40

D (m) 1.40

d (m)
0.46 (Ballast cobdition)

0.50 (Design condition)

Disp. (Ton)
4.50 (Ballast cobdition)

5.20 (Deaig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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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형설계

활주선은 선체와 수면사이의 동적 압력에 의하여 선체가 부

양되어 수면 위를 활주함으로써 고속영역에서 저항성능을 향

상시키도록 고안된 선형인 관계로 그 단면 형상과 선저경사각

은 저항성능뿐 아니라 자세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Kihara & Ishii(1986)의 파랑 중 모형시험결과에 따르면 선저 

경사각이 커질수록 파랑 중 선수 상하 가속도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이지만, 이 각이 커지면 추진효율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대 30
o가 넘지 않도록 하고, 15°~25° 정도를 제

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인 20°로 하였으며, 단면형상

은 건조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선형 단면을 채택하였다.

활주성능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종방향 중심위치는 

Niwa(2002),  Clement(2004)의 제안에 따라 선미단에서 수선길

이의 40%로 결정하였다.

본 개발선의 정면도는 Fig. 1과 같다.

Fig. 1 Body plan

3. 모형시험

3.1 시험조건

모형시험은 Table 1에서 언급한 배수량 4.5톤과 5.2톤 두 경

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가물은 박제웅 

등(2002)과 정우철 등(2004, 2007)이 연안어선과 레저보트에 각

각 부착하여 저항성능을 개선시킨 선측날개(Side-fin)와 트림탭

(Trim-tab)이다. 선측날개는 선측 차인을 따라 선체 중앙부터 

선미 끝단 까지 15cm 폭으로 부착하였고, 트림탭은 5°의 각도

로 서관희 등(2005)의 제안에 따라 수선면 길이의 1.5% 길이로 

부착하였다. 자세한 모형시험조건을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모형시험은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FEL)의 고속회류수조(L

B D=24.5m 3.5m 6.5m)에서 16~32노트 속도범위에서 수행

되었으며, 모형은 Lpp=0.7m 크기로 하드우레탄으로 제작하였

다. 선측날개가 부착된 시험모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3  Test conditions

Test case Remarks

Case-1 배수량 5.2톤, Even trim

Case-2 배수량 4.5톤, Even trim

Case-3 배수량 5.2톤, Even trim, 선측날개 부착

Case-4 배수량 4.5톤, Even trim, 선측날개 부착

Case-5 배수량 5.2톤, Even trim, Trim Tab 부착

Case-6 배수량 4.5톤, Even trim, Trim Tab 부착

Fig. 2 Test model of Case-3

3.2 시험결과

Table 3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한 저항, 트림, 침하

계측 결과를 Fig. 3~Fig.5에 각각 나타내었다. 저항성능은 고속

선 성능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수량 톤당 저항

값(Rt/▽)으로 비교하였다.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Design 

condition인 배수량 5.2톤의 경우가 Ballast condition인 배수량 

4.5톤의 경우보다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배수량 5.2톤

인 경우의 트림이 전 속도영역에서 배수량 4.5톤의 경우보다 

다소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체가 잘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흘수선과 만나는 챠인의 길이방향 위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배수량 5.2톤인 경우의 흘수선과 만

나는 챠인의 위치가 배수량 4.5톤의 경우보다 더 선수에 위치

하기 때문에 항주시 챠인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트림이 크게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선체부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측날개를 부착한 결과, 저항성능이 나쁘게 나타난다. 그 이

유는 항주시 트림이 작게 발생하고, 선체가 침하되기 때문이

다. 이는 선미에 부착한 선체날개의 뒤 쪽에서 양력이 발생하

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는 정우철 등(2004, 2007)의 연구결과

와 다소 다른 경향으로, 선측에 날개를 부착할 경우, 그 부착 

유무와 위치 결정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트람탭을 부착한 경우, 전반적으로 저항성능이 나쁠 뿐만 아

니라 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한 저항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

는 항주시 트림이 급격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선체 침하량

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정우철 등(2004, 2007)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소형 고속 활주선에서 트림탭은 저항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판단된다.

Fig. 3 Comparison of resistance performance(Rt/▽)

Fig. 4 Comparison of trim angle(degree)

Fig. 5 Comparison of sinkage at midship(% of Lpp)

통상의 운항상태 부근인 24노트와 최대 운항속도인 30노트에

서의 파형을 Fig. 6~Fig. 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측날개 부착유무에 관계없이 배

수량 5.2톤인 경우의 트림이 배수량 4.5톤의 경우보다 다소 크

게 나타고 있다. 특히 트림탭을 부착한 결과, 트림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선수부에서 강한 쇄파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Fig. 6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24knots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Fig. 7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30knot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복합소재를 이용한 30노트급 고속 

레저보트의 기본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챠인과 흘수선이 만나는 종방향 위치는 저항성능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이 위치가 선수쪽에 있을 경우, 트림이 증가하고, 

선체가 잘 부상되어 저항성능이 향상된다.

2) 챠인을 따라 부착한 선측날개와 트림탭은 저항성능에 나

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척유무 및 그 위치 선정에 면밀

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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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Design Concept of LNG Rega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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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 a basic system composition requirement, and discuss the general design conditions of regasification 
systems. Regasification systems were designed and simulated in HYSYS to compare the energy use of the systems. This paper also demonstrates 

the operability of regasification system between regasification system and cargo handling system.

1. Introduction  

In many instances, it is more advantageous to vaporize the 

natural gas aboard the LNG carrier before off-loading into 

onshore pipelines considering location (land or port not 

required, shorter overall time to market), delivery (less effect 

of weather condition), and safety. 

There are three typical solutions for vaporizing LNG, by 

use of steam, warm air, and seawater as heating medium.

In case that the use of water is not wanted or not allowed, 

there are several concepts using steam either to directly heat 

the LNG or through an intermediate loop with glycol/water. 

For these systems it will be required to produce steam by 

firing large boilers with NG. i.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cargo have to be used as fuel for the boilers.

In most areas of the world, the ocean water contains 

enough heat to allow LNG to be vaporized to NG. It is vary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whether the authorities allow 

the use of seawater. However, if the heat in the ocean is 

available,  energy consumption will be reduced to provide 

heat for the regasification.

Seawater can be used as heating medium in two ways. One 

is the direct heating method and the other is in-direct heating 

method. The direct heating method is to use seawater to 

vaporize LNG. That is attractive for energy and space savings 

while there are general concerns about destructing the aquatic 

ecosystem due to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of seawater 

and almost freezing of seawater in the vaporizer due to any 

abnormal operations. The in-direct method is to exchange the 

heat between the LNG and the heating medium and the 

resulting cooled heating medium is warmed by seawater.

Corresponding author. Tel.: 052 203 9926; fax: 052 250 9588.

E-mail address: sojungkim@hhi.co.kr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s which is direct heated by 

seawater or by heating medium and operability over pressure 

control of the LNG storage tank and BOG handling.

2. LNG Regasification System 

2.1 System Outline

Regasification systems comprise high pressure LNG pumps, 

cryogenic LNG vaporizers and associated valves, piping and 

instrumentation. The vaporizers use heating medium such as 

steam and the heating medium generated by the onboard 

existing boilers. The design pressure of the vaporizers exceeds 

85 bars (8,500 kPa). The LNG composition is summarized in 

the Table 1. 

Table 1 Feed Stream Composition

Composition Mole Fraction

Methane 0.7500 

Ethane 0.1000 

Propane 0.0500 

i-Butane 0.0160 

n-Butane 0.0040 

i-Pentane 0.0040 

n-Pentane 0.0010 

Nitrogen 0.0400 

H2O 0.0000 

CO2 0.0350 

Pressure (bar) 5.00

Temperature(℃) -163 

Density (kg/m3) 536.65

Operations in high pressure has advantage to meet higher 

heat transfer and supplying pressure. According to Fig. 1, the 

operation pressure is near supercritical state. At supercritical 

pressures there is no liquid–vapor phase transition; therefore, 

critical heat flux or dryout does not occu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LNG  Evaporator

In Out

MassFlow

(Kg/s)
T(℃) P(barg) T(℃) P(barg)

Tube Side (LNG) 34.73 -158.1 104 18.5 100

Shell Side (Seawater) 722.22 25 2.00 18.0 0.50 

Energy  consumption (kJ/s)

Seawater Recycle Pump 238.97

Fig. 3 Open/Colsed Loop with Seawater and Steam Heating 

Process Scheme

LNG  Evaporator

In Out

MassFlow

(Kg/s)
T(℃) P(barg) T(℃) P(barg)

Tube Side (LNG) 34.73 -158.2 104 18.5 100

Shell Side (Glycol/Water) 44.76 150 2.50 -10.0 1.00 

Glycol Heater

In Out

MassFlow

(Kg/s)
T(℃) P(barg) T(℃) P(barg)

Shell Side (steam) 10.64 185.0 10.18 178.6 8.68

Energy  consumption (kJ/s)

Glycol  Recycle Pump 42.52 

Steam Boiler 21821.37 

Steam Recycle Pump 4.54 

Fig. 4 Closed loop with Steam Heating and Intermediate 

Water/Glycol Loop Process Scheme

Fig. 1 Feed Stream (LNG) Phase Envelope 

To minimize the effects on the ecosystem from the 

temperature differential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eawater inlet and seawater discharge), many countries has 

their own relevant rules, mostly 7℃. Typically, seawater 

temperature is 25℃. 

The feed gas mass flow rate is 125000 kg/h (117 mmscfd)

2.2 Regasification System Solutions

2.2.1 Closed loop with Steam Heating

LNG is directly heated by steam. The process scheme was 

shown Fig. 2. This system is suitable in areas requiring 

environmental restrictions while, large steam boiler and 

accessory structures are required.

LNG  Evaporator

In Out

Mass Flow

(Kg/s)
T(℃) P(barg) T(℃) P(barg)

Tube Side (LNG) 34.73 -158.2 104 18.5 100

Shell Side (Steam) 10.66 185.0 10.18 178.6 8.68 

Energy  Consumption (kJ/s)

Steam Boiler 21861.97 

Steam Recycle Pump 4.55 

Fig. 2 Closed Loop with Steam Heating Process Scheme

2.2.3 Seawater Direct Heating

LNG is directly heated by seawater. The process is very 

simple and has advantage in easy operation and fast 

start-up/shut down as well as using energy from seawater for 

LNG regasification. However, It has high risks of freezing of 

the LNG/seawater heat exchanger. In addition, this system 

have local environmental impact due to the open loop cool 

down using seawater. Fig. 3 describes a regasification system 

combined open/colsed loop with seawater and steam heating. 

In this system, seawater of low temperature is preheated in a 

steam heater. 

2.2.3 Closed Loop with Steam Heating and Intermediate 

Water/Glycol Loop

 LNG is heated through the intermediate loop with 

water/glycol and the cooled intermediate medium heated using 

steam. This system is suitable in areas with low sea water 

temeperature or environmental restrictions. 

2.2.4 Closed Loop with Propane and Seawater Heating



LNG  Evaporator

In Out

MassFlow

(Kg/s)
T(℃) P(barg) T(℃) P(barg)

Tube Side (LNG) 34.73 -158.2 104 18.5 100

Shell Side (Propane) 221.39 19.0 7.2 -20.0 5.70

Propane Heater

In Out

MassFlow

(Kg/s)
T(℃) P(barg) T(℃) P(barg)

Shell Side(Seawater) 706.73 25.0 2.0 18.0 0.5

Energy  consumption (kJ/s)

Propane  Recycle Pump 425.10 

Seawater Recycle Pump 187.08

Fig. 5 Closed loop with Propane and Seawater Heating Process 

Scheme

 LNG is heated through the intermediate loop with propane 

and using seawater. This system will cool down the 

seawater and impact on local environment. In the  directly 

heat exchanging system with seawater, due to low 

temperature of LNG (-163ºC) heat exchanged directly with 

seawater considerably increases the risk of freezing the 

seawater in the heat exchanger. Propane as a secondary 

medium is suggested because of its thermodynamic 

properties with low freezing point, low price and 

availability.

2.3 Operability

 In the regasification system, the operation of the gas export 

should be intrinsically independent of that of the fuel gas 

supply and the cargo tank pressure control. However, in the 

emergency case, the operation should be interact mutually. For 

example, when the cargo tank pressure is extremely low, any 

LNG discharged from the cargo tanks including the 

regasification should be prevented.

Fig. 6  Configuration of Regasification system

2.3.1 LNG Storage Tank Pressure Control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cargo handling system 

including the regasification system is to keep the cargo tank 

pressure within allowable range. When the natural BOG 

(NBOG) is greater than the LNG discharge, the tank pressure 

tends to increase and should be lowered by proper 

operations. To the contrary, when the LNG discharge exceeds 

the NBOG generation, the tank is likely subject to vacuum 

without any protective actions.

The cargo tank pressure is controlled primarily by cargo 

equipment and ultimately by safety valves. Table 2 represents 

the pressure set values for the safety valves.

Tank Pressure, kPag Protective Action

25 Safety Valve Open (Design High Pressure)

23 Vent Valve Full Open (100%)

21 Vent Valve Open (0%)

2.0 - 20.0 Normal Operating Pressure

Less than 2.0 Tank Protection Against Low Pressure with Regasification Stopped

-1.0 Vacuum Safety Valve Open (Design Vacuum Pressure)

Table 2 Pressure Set Values for Safety of Cargo Tank

The fuel gas supply system supplies the NBOG, the forced 

BOG (FBOG) or the blend of the two to the generators. Its 

operation conditions are deeply related with the cargo tank 

pressure. The use of the FBOG, or the blend is determined by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 cargo tanks. Table 3 shows the 

fuel gas source for the cargo tank pressure.

Operating Pressure,   kPag Fuel Gas Source
2 < PTank<4 FBOG

4 < PTank<14 NBOG or NBOG+FBOG
14 < PTank<20 NBOG

Table 3 Fuel Gas Source for Cargo Tank Pressure 

The permitted range of the cargo tank pressure is between 

2 and 20 kPag. The required generator load is satisfied by 

maintaining the pressure of the fuel gas supply system at a 

preset value. The NBOG is generally used as gas fuel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FBOG from the spray pump 

through the forcing vaporizer should be delivered in order to 

protect the cargo tank pressure level and to supplement the 

fuel gas to the generator load.

2.3.2 Re-condenser Design

The LNG starts to be vaporized to approximately −162 °C 

at close to atmospheric pressure. Since the boiling point of 

liquid is raised by increasing the pressure, the LNG from the 

cargo pump is sub-cooled due to increased pressure. If the 

NBOG is not used as the fuel gas, the NBOG from the cargo 

tanks during the regasification period can be condensed 

against the sub-cooled LNG going to the regasification system. 

The re-condenser is installed between the cargo tank and the 



suction drum for re-condensing the BOG as shown in Fig. 6. 

The NBOG from the cargo tank due to the heat ingress is 

pressurized with the BOG compressor. The higher the 

discharge pressure of the BOG compressor is, the higher the 

discharge temperature of the BOG compressor is. Fig. 7 (a) 

shows the variation of the outlet temperature of the BOG 

compressor by the pressure of the BOG.

 The condensed BOG from the re-condenser is expanded 

back to cargo tanks. The condensed BOG will be flashed 

when it is expanded back to cargo tanks. Fig. 7 (b) shows the 

variation of the flash ratio of the condensed BOG.

When the condensed BOG from the re-condenser is 

subcooled, the UA of the re-condenser is increased while the 

flash ratio is decreased. The ratio of the decreasing rate of 

flash ratio to the increasing rate of UA in the re-condenser is 

the same as the ratio of the increasing rate of the condensed 

BOG to the increasing rate of UA in the re-condenser. This 

can be a criterion of the evaluation of the re-condensing 

efficiency. Fig. 7 (c) depicts the most economical BOG 

re-condensing pressure is in the range of 5 to 6 bara.

 Fig. 7 (a) Variation of outlet temperature of BOG compressor 

by pressure of BOG, (b) Variation of flash ratio by BOG 

compression, (c) Variation of ratio of condensed BOG to UA 

by BOG compression.

3. Conclusions

The analysis on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s as 

performed about the basic process design condition using 

steam or seawater as heating medium in the direct heating 

method or in-direct heating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regasification using the seawater as heating medium 

has advantages in easy operation and simple operation. 

However, seawater heating system can destruct the 

aquatic ecosystem due to the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of the discharged seawater.

(2) The intermediate heating medium loop can reduce the 

freezing risk of the regasification system but more 

energy and space are required to circulate the 

intermediate heating medium. The flow rate of steam 

/seawater is reduced as the work of pumps exerted on 

the system.

(3) Operability should be considered to keep the cargo tank 

pressure within the allowable range. The minimum and 

maximum pressure set for safety valves are between 2 

and 20 kPag. In addition, the BOG compressor is the 

most economical in the pressure range of 5 to 6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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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적 설계를 이용한 선체블록 레벨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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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of Block Leveling System by Using Axiomat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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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lock Leveling 블록 레벨링, Axiomatic Design 공리적 설계, Design Matrix 설계행렬, Functional Requirement 기능 요
구사항, Design Parameter 설계 파라미터

ABSTRACT: Improvement of utilization of ship hull block assembly jigs is one of the main issues of ship hull assembly factory. Block leveling 
system can be a possible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experience-based system development approach can not guarantee the success of 
system development, especially under the lack of system development exper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consistent understanding of the ship 

hull block leveling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for the system development, the axiomatic design method to design  the system is 
adopted. In this paper the independence axiom, one of two principal axioms of axiomatic design theory, is applied to system development as an 
design criteria. Using design matrix, sequence of design parameters compatible with the independence axiom is determined and independent 

components of block leveling system is revealed. As a result of axiomatic design, system configuration related to the design sequence is 
developed. In order to verify and validate the developed block leveling system, test with real hull block leveling work in site by using total 
station which is used to acquire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of target point is performed. Comparison with measured data and output data 

from the block leveling system shows the system accuracy is under 1 mm. 

1. 서    론  

선박의 선체는 블록으로 분할하고 제작하여 도크에서 탑재 건

조함으로써 완성된다. 블록제작업체는 조선소에 블록을 최종제

품으로서 납품하는 곳으로 생산능력은 공장의 크기에 비례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설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생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블록제작업체에서는 Fig.1 과 같은 블록을 제작할 수 있는 정

반의 회전율이 생산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

반의 회전율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반위에서 이루어지는 블

록조립 작업 공정 중 용접작업이 끝난 후 사상 작업과 정도 검

사를 정반이 아닌 옥내외 여유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정반

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 검사 작업을 위

해 블록하부 지지부의 수평레벨을 맞추고 검사가 완료될 때 까

지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블록 레벨링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체

계적이고 정형화된 형태의 설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개발 위험 

교신저자 노재규: 군산대학교 조선공학과

063-469-1855  snucurl@kunsan.ac.kr

을 줄이고 유지보수에 강점을 지닐 수 있도록 공리적 설계 방법

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으며 개발 시스템의 현

장 적용에 대한 시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Fig. 1 Block assembly on the jig

2. 공리적 설계 

공리적 설계는 좋은 설계 원리로 알려진 여러 설계 원리들의 

공통점을 찾아 이를 일반적, 정형적인 설계 이론으로 만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공리가 가지는 역할은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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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창조가 무작위의 시행착오로 되는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 (Suh, 2001). 

공리적 설계에서는 설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법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 된다 

(Suh, 1999). 설계의 대상을 기능과 물리 영역으로 나누어 각 각 

기능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s, FRs)과 설계 파라미터

(Design Parameters, DPs)로 구체화시켜 설계를 수행한다.

따라서 공리적 설계는 정형적으로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 설계 파라미터를 적절히 선택하여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 파

라미터 들 간의 사상에 의해 인지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

품, 과정 및 시스템의 형태로 종합된 해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노재규, 2009).

이러한 공리적 설계의 적용분야는 기구 장치와 같이 설계를 

위한 사상이 공학적, 수학적 관계식이 존재하는 경우의 정량적 

설계공리의 적용과 시스템 설계와 같이 수학적, 공학적 관계식

으로 정식화 할 수 없는 경우의 정성적 설계공리의 적용으로 나

눌 수 있다. 

공리적 설계에서 사용하는 설계공리는 2가지가 있다. 첫째, 기

능 요구사항의 독립을 유지하는 독립공리와 둘째, 설계의 정보

량을 최소화하는 정보공리가 있다. 독립공리는 설계 목적 달성

을 위한 최소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각 기능 요구사항 간

의 독립을 유지하며,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 파라미터의 사

상에 따른 영향이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독립을 유지하라

는 것이다. 정보공리는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설계 대안 중 

최소의 정보량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독립된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 파라미터 간의 사상 과정을 수

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설계방정식이다. 이러한 설계방정식은 다

음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과 는 기능 요구사항 벡터와 설계 파라미

터 벡터를 각각 나타내고,  는 설계행렬을 나타낸다. 설계

행렬은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 파라미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

렬로 정방행렬로 표현된다. 이러한 설계행렬은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각행렬, 삼각행렬, 대각행렬 및 삼각행렬 이외 

형태 행렬로 구분한다. 3가지 설계행렬의 형태는 Fig. 2에 도시

하였다.

  

(a) Diagonal    (b) Triangular     (c) Other

Fig. 2 Three types of design matrix in the design equation 

설계행렬이 대각행렬을 이루면 비연성설계로 각 설계 파라미터

가 대응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독립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 독

립공리를 만족하게 된다. 삼각행렬인 경우에는 비연성화설계로 

설계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 기능 요구사항을 독립적

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비대각항이 영이 아닌 그 외의 형태에

서는 연성설계로 독립공리를 위배 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 지향

점은 설계행렬을 대각행렬로 만드는 것이며, 대각행렬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삼각행렬로 만들어 설계 파라미터 결정 순서

에 따라 독립공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여야 한다.

    

3. 선체블록 레벨링 시스템 설계

3.1 개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의 이해당사자 정

의 및 요구, 목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이 결

정되어야 한다 (노재규, 2009).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를 이해당

사자로 정의하였다. 시스템의 목적은 1인의 작업자가 정반환경

이 아닌 공장 내 환경에서 데크판(deck plate)을 가지는 블록의 

수평 레벨링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Mechanical Part Control Part

small size
(one-man 

maneuver and 
set up)

 number of 
supporter(over 4)

detect the 
difference of level 

and control the 
support without 

manual operation
load per 
supporter

(over 100ton)

measurement of 
level difference

(display for  
worker)

keep the leveled 
height

height monitor and 
alarm 

Table 1 System requirements definition

운용환경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한명의 작업자가 모든 

시스템 구성 장치 들을 이동 및 설치하고 블록 레벨링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요구사항은 크게 기계부와 제어부로 2부분으

로 나누었다. 

3.2 개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개발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의된 시스

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 거동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 명의 작업자는 정반이 아닌 블록 적치 공간으로 이동되

어 있는 대상 블록의 하부로 4개의 지지부를 이동 시킨다. 수

평이 맞는 레이저 조사 장치를 각 각의 레벨값 측정 센서에 

조사한다. 제어부는 센서 검출값을 이용하여 4개의 지지부 중 

레벨링에 필요한 지지부의 높이를 조절하여 대상 블록의 레벨

을 맞춘다. 레벨링 완성되면 제어부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

고 있는지 센서를 이용하여 피드백으로 확인한다. 레벨링의 변

동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을 알린다.



이상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수준의 필요 기능은 

기계적지지 기능, 이동 및 고정 기능, 레벨값 측정 기능, 자동

높이조절 기능, 레벨유지 모니터링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3.3 설계조합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 파리미터의 사상관계는 Fig. 3에서와 

같이 기능 요구사항의 정의 후 대응 설계 파라미터를 정의하

고 대응 설계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요구사

항을 하부 수준에서 정의하는 지그재그 방식을 적용하여 수행

하였다. 

Fig. 3 Mapping relationship between FRs and DPs by using 

zigzag method

상세한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 파라미터는 Fig. 4에 도시하였

다. 블록 레벨링 기능을 최상위 기능 요구사항으로 두고 대응

하는 설계 파라미터로서 블록 레벨링 시스템을 정의하고, 블록 

레벨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으로서 기계적

지지 기능, 이동 및 고정 기능, 레벨값 측정 기능, 자동높이조

절 기능, 레벨유지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하위 1단계 기능에 대응하는 설계 파라미터로서 하중지지 

장치, 캐스터, 레벨값 측정시스템, 높이조절 제어기, 레벨유지 

모니터링 장치를 정의하였다. 하중지지 장치의 경우 높이조절

기능과 지지기능이 필요하며 대응하는 설계 파리미터는 유압

펌프시스템과 유압자켓으로 설계하였다.

Fig. 4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parameters of the 

block leveling system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 파라미터를 이용한 지그재그 사상관

계를 이용하여 설계행렬을 구하면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Fig.5의 (a)에서 보면 FR512인 측정 거리 처리 기능과 

FR52인 유지 거리 이탈 알람 기능 및 해당하는 DP512 측정값 

처리 장치와 DP52인 알람장치의 관계에 의해서 삼각행렬을 구

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5의 (b)와 같이 FR512와 FR52의 

위치를 바꾸고, DP512와 DP52의 위치를 교환하면 전체 설계행

렬이 삼각행렬을 이루게 되어 비연성화 설계행렬을 구성하여 

설계 파라미터의 결정 순서만 지킨다면 독립공리를 만족하는 

설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a)                              (b)

Fig. 5 Design matrix of the block leveling system

3.4 시스템 설계  

설계조합의 결과에 따라 블록 레벨링 시스템의 설계 파라미터 

결정 순서가 정해졌으므로 이에 따라 설계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개개에 대한 사양결정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였

다.

Fig. 6 Mechanical part design including 

hydraulic pump, jacket, switch and caster

설계행렬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이나 구성요소에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레벨 신호 송신기는 다른 구성요소의 개발에 전

혀 무관하게 개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계행렬에 따른 설계를 위하여 먼저 유압펌프, 유압자켓, 캐

스터와 관련 부속품에 대한 설계를 먼저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

여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Fig. 6과 같이 설계를 수행하였다.

블록 레벨링 시스템의 주요한 시스템 중의 하나인 높이 유지 

모니터링 장치는 센서로부터의 전압 신호를 이용하여 거리를 모

니터링하도록 하였다. 또한 알람용 경광등에 릴레이 출력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레벨의 높이에 변화가 5% 이상 생기면 알람과 

경광등이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다.

4. 선체블록 레벨링 시스템 제작 및 시험

유압펌프, 유압자켓, 스위치 및 캐스터로 구성된 기계부 대차

는 Fig. 9와 나타나 것과 같이 설계안대로 제작하였다.

Fig. 9 Pump and jacket 

carriage

레벨 신호 송신기는 360도로 회전하며 레이저 광을 송신하는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였으며. 레벨신호 수신기는 레이저 레벨

기에서 송신하는 파장의 레이저를 수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분

해능이 1mm인 수신기를 사용하였다. 구현된 레이저 레벨기와 

수신기는 Fig. 10에 도시하였다.

Fig. 10 Rotating level laser emitter and laser 

receiver

 

레벨 거리 유지 모니터링 장치는 Fig. 11과 같이 ATmega128

을 이용하여 C언어로 기능을 구현하여 동작하도록 하였다. 센서

는 와이어 변위측정 센서인 Celesco사의 PT101 센서를 사용하

였다.

Fig. 11 PCB, control board and case of leve height 

monitoring device

개발된 블록 레벨링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Fig. 13과 같이 

현장에서 블록 하부에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고 레벨링을 실제로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SOKKIA NET05-X 토탈스테이

션 장비를 사용하여 블록 지지점 근처에서의 3차원 좌표값을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 개발된 블록 레벨링에서 읽혀진 

값과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이 1/10mm 단위까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록제작업체의 정반회전율 향상을 통하여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선체블록 레벨링 시스템을 개발하

였으며, 단순한 경험에 기인한 시스템 개발이 아닌 공리적 설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정형적인 설계 원리를 적용하

여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공리적 설계 방법을 수학적, 공학적 관계식이 존재하지 않

는 시스템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성요소의 설계에 있어 

선후를 포함한 기능 및 설계 파라미터의 결정 순서를 정할 수 

있었다.

(3) 정형화된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선체 블록 레벨링 

시스템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지니고 있음을 시험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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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를 이용한 계류선 설계

정동호  신승호  남보우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Design for mooring line with using commercial software 

D.H. JUNG, S.H. SHIN, B.W. Nam, H.J. KIM, H.S. LEE, D.S. MOON

Marine structure & plant research department, KORDI

Key words : Mooring line 계류선, Design 설계, Extreme value analysis 극한해석, Pretension 초기장력    

Abstract : A mooring line for keeping the position of a floating wave energy conversion is designed with using a 

commercial software, Orcaflex. Static analysis for one line is performed to decide the properties and pretension of 

a mooring line. With considering the ocean environmental condition and importance of a floating structure, the layout 

of multi-line is determined. The result of free decay of the designed mooring system estimates that the designed 

mooring system meets the resonance on the extreme ocean environmental condition. The initial design for mooring 

line is inevitably modified with adjustment of pretension. Adjustment of pretension with the change of length of 

mooring line results in the decrease of the ultimate tension on mooring line. The extreme value in tension of 

mooring line shows to be very sensitive to pretension of mooring line.

우가 많이

1. 서    론

 

   계류시스템은 부유체를 일정 위치에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
행하는 구조체이다. 해양개발이 점점 심해영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부유식 구조물의 사용이 증대되며, 계류시스템에 관한 활
용도 증대될 것이다. 계류시스템 중에서도 계류선은 운용 중에 
파단된다면 부유체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석유시추
시스템에서 계류선의 파단은 라이저의 안전성까지 위협하여 
엄청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 계류선이 부유체의 위치를 유
지시키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계류선 파단으
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막대하여 계류선의 설계, 제작 
및 해석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DnV, 2001; 
API, 1996).
 계류선의 해석에 관한 연구는 도서를 통하여 기초적인 자료
가 제시되고 있으며 (Berteaux, 1976), 다양한 연구 논문이 출
판되고 있다 (Shah, et al., 2005; Chen, et al., 2001; Tahar, et 
al., 2008) 그러나, 계류선의 설계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되지 않는 현실이
다. 계류선 설계에 관한 전문지식은 주로 국외에서 체계화되고 
있지만, 설계기술의 보안문제와 일부 노하우가 많이 지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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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내에는 설계기술이 많이 공급되지 못한 현실이다. 국
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의 계류선 설계 기술
은 국외 선진국에 비하여 50% 이하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해
양연구원, 2011).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류
선 설계 관련 다양한 분야에 장기간의 연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의 축척을 통하여 독자적인 설계기
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신재생 해양에너지 중의 하나인 파력발전도 그 영역
이 외해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외해역에서 파력발전 시설
물을 설치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유
식 해양구조물 형식이 적용되며, 계류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사
용된다 (정동호 외, 2011). Johanning et al.(2007)은 부유식 진
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를 외해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
류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계류선에서 감쇠의 효
과와 중요성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축방향 신장과 상부단 가
진이 계류선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용 계류시스템에 관한 초기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Johannin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파력발전시스템용 계류선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설계과정에서 계류선에 관한 해석은 세장형 
구조물 전용 프로그램인 올카플렉스(Orcaflex)를 이용하여 이루
어진다. 부유체와 계류선의 연성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극
한상태 해석을 통하여 적용가능한 계류선의 특성치와 배치를 
결정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설계 기초 정보

2.1 해양환경 조건
설계하고자 하는 구조물은 제주도 인근 해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Table 1에서는 제주도 인근 해역의 특정 지점에 
대한 해양환경 조건 50년 재현주기 설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Ocean Environmental properties in Jeju

Current (m/s) 2.0

Current dir. SW

Wind (m/s) 50

Wind dir. NNW

Hs (m) 8.7

Tz (s) 12.9

Wave dir. NW

Water depth (m) 40.0

 
2.2 구조물 기초 제원

Table 2 Particulars of floating WEC

Height ( ) 8.0

Draft ( ) 4.0

Width ( ) 21.0

Length ( ) 28.5

Displacement (

) 753.4

  (

) ×

  (

) ×

  (

) ×

Table 3 Properties of chains

Outer dia.

(m)

Mass per unit 

length (te/m)

Breaking 

load (te)

60 Grad.3 0.060 0.079 198

92 Grad.3 0.092 0.185 434

120 Grad.3 0.120 0.315 681

152 Grad.3 0.152 0.506 1010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파력발생시스템의 계류라인에 관한 설
계를 수행한다. Table 2에서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
유체의 간단한 제원 특성치를 보여주며, Table 3에서는 계류선
으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계류선(체인)의 특성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외에서 개발된 뷰유식 파력발전 자료 등을 검토하여 
고려되는 부유체에 적합한 계류선 특성치 후보를 선정하였다. 

3. 설계 절차

계류선의 설계과정은 Fig.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계류
선 1개의 제원을 설정하는데, 조류와 바람에 의한 수평정적변
위 해석을 수행한다. 수평정적변위 해석을 통하여 설계된 해양
환경 조건에 따른 계류선의 강성 변화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초적인 계류선의 특성치를 결정할 수 있다. 계
류선의 특성치와 함께 초기강성이 중요한 설계인자가 되므로, 
초기강성에 따른 계류선의 강성변화 특성을 결정해야 한다. 계

류선 1개에 대한 특성치를 결정한 후에는 구조물의 중요성과 
해양환경하중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계류선을 배치한다. 
n개의 계류선이 배치된 후에는 동적해석을 수행하는데, 전체 
시스템의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거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적해석에서는 파랑에 의한 1차 및 2차 하중을 고려한 부유
체의 거동을 고려해야 하며, 부유체와 계류선과의 연성효과를 
고려하여 극한환경 하에서 계류선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계류선의 인장력이 허용인장력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적절한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설계작업을 반복
하게 된다. 설계변경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변수는 초기장력, 계
류선 직경(질량), 계류선 전체 길이, 계류선 수, 계류선 각도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저면 앵커가 중력식일 경우에는 앵커
와 체인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각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야 한다. 설계된 모든 계류선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는, 
일부 계류선 파손 시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계류선 중 1
개 혹은 2개의 계류선이 파손되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한다. 파
손 해석과는 별도로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수명 동안 계
류선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Fig. 1 Design process of mooring line

3. 상용 S/W를 이용한 계류선 설계 및 해석
앞 장에서 언급한 절차에 의하여 계류선에 관한 설계를 수행
하였다. 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등의 과정은 상용 S/W인 
올카플렉스를 활용하였다. 올카플렉스는 해저케이블, 파이프, 
라이저, 계류선 등의 세장형 해양구조물 전용 프로그램으로, 
유한요소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세장형 구조물의 다양한 
적용 사례들에 대한 정,동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
는 해수면 부유체의 거동과 해저면 세장체와의 연성해석도 가
능하도록 성능이 개선되었다. 단, 올카플렉스는 부유체 거동방
정식을 직접 풀이하는 툴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동수역학적 하중 등을 미리 계산하여 입력으로 넣어야 한다.

3.1 1개 선 정적해석
계류선의 특성곡선을 얻기 위하여 부유체에 작용하는 조류력
과 풍력을 계산하여 정적하중 조건에서 계류라인의 복원력과 
인장력을 검토하였다. 이 때 계류선의 길이는 수심의 5배로 한
정하였다. 그 이유는 계류선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높
이며, 특히 부유식 파력발전장치는 향후 오션팜(ocean farm)으
로 개발 시 개발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Table 2의 자
료에 기초하고 계류선 1개선에 대한 다양한 해석자료에 근거

하여, 최종적으로 체인 120을 선정하였다. 이 때 초기인장력
은 223(kN)으로 결정하였다. 초기 장력값은 초기 계류선의 형



상을 결정지으며, 운용조건에서 부유체의 오프셋(offset)을 결

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Fig. 3에서는 120 체인의 
초기장력이 223(kN)인 조건에서 계류선의 특성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정적 하중보다 큰 하중이 작용하여 오프셋이 발생하
여도 인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안정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계류선 설계에서 부유체의 한계 오프셋은 중요한 설
계인자 중의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석유 혹은 가스개발용 해양
구조물에서는 수심의 5∼10%까지 오프셋을 허용한다 (API, 
1996). 오프셋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류선의 초기
장력 및 전체길이 등이 설계의 제약조건이 되는데, 파력발전장
치의 경우는 비교적 오프셋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Fig. 3에 의하면 오프셋 한계가 설정된 구조물에서는 
Fig. 3의 특성곡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
유는 정적하중에 의하여 이미 오프셋은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Fig. 2 Static force according to directions

Static 

Top  tension

Restoring  force

Fig. 3 Characteristic curve for a 120 chain
  

3.2 n개 선 배치 및 고유치 해석 
1개 계류선에 대한 제원을 결정한 후에는 n개의 계류선을 배
치한다. 본 연구의 부유체는 실증시험용으로 사용되며, 또한 
계류선이 파손될 지라도 인간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설계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Fig. 4에서는 계류선 4개를 사용하여 배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된 파랑 입사방향에 대하여 2개의 계류선을 배치하였
으며, 후방에 대칭적으로 배치하였다. 주된 입사방향이 진북방
향에 대하여 일정한 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부유체 및 계류선
도 진북방향에 대하여 일정 각도로 배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설계파가 180도 각도로 입사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Fig. 4 Mooring line arrangement

4점 계류 배치 후에는 계류시스템에 관한 고유치 해석을 수행
하여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유감쇠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고유치 해석을 하였는데, Table 4에서는 각 계류선의 특성에 
따른 surge 및 sway 방향 1차 고유주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계류선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계류선의 고유주기를 검토하였
다. 앵커점의 좌표를 고정하면서 계류선의 길이를 변화시키면 
초기장력이 바뀌면서 고유치도 변하게 된다. 

Table 4 Fundamental periods of mooring lines according to 
initial tension 

Chain  

Length(m)

Pretension 

(kN)

Fundamental period(s)

Tsurge Tsway

235 222.85 22.8 38.1

240 157.43 32.9 46.5

245 129.48 45.7 72.6

250 113.17 64.2 92.3

3.3 극한해석 
동적해석에서는 2장에서 언급된 해양환경 설계값을 적용하였
는데, 파랑은 50년 재현주기 환경조건을 ISSC스펙트럼으로 구
현하였다 (Fig. 5).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20초 주
기 영역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계류시스템의 고유주기가 20초에서 멀어질수록 계류선의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동적해석에서는 부유체와 계류선의 연성거동 효과를 고려하였
다. 부유체의 동수역학적 하중 계수들은 Nam et al (2012)이 
개발한 경계요소법 수치코드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적용하
였다. 
Table 5에서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예상되는 파랑, 조류, 바
람이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극한환경 조건 하에서 계류선
에 발생하는 최대인장력을 나타내었다. 올카플렉스에서는 장기 
극한해석값 분석을 위하여 API(1996)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Reyleigh 분포는 3시간 폭풍지속 시간동안 가
장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값(most probable maximum value)을 
나타내는데, 가우시안 (Gaussian) 분포를 기본 가정으로 해수면
에 대하여 응답이 선형인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본 결과와 
같이 부체와 계류선의 비선형 연성이 동반되는 경우는 설계값
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반면에 Weibull분포값은 20∼100
년 장기분포의 3시간 폭풍우 지속시간에 대하여 극한값을 예
측할 수 있다. 
4개의 조건 중에서 계류선의 길이가 235m 조건에서 가장 큰 
응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이유는 235m 계류선의 
수평거동 고유주기와 파랑스펙트럼의 고에너지 밀도 영역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계류선의 길이를 약간씩 증가시키면



Chain 

Length(m)

Pretensi

on(kN)

Ultimate statistics(1800s)

Reyleigh 

distribution(kN)

Weibull 

distribution(kN)

235 222.85
1482.93 5276.69

1826.07 　

240 157.43
754.57 3508.26

913.18 　

245 129.48
608.84 2042.44

730.18 　

250 113.17
565.51 1605.13

673.06 　

서 최대 인장력의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 수심이 40m로써 대수심 영역이 아니기 때
문에 계류선의 미소한 길이 차이에도 장력 응답값이 크게 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결과에 기초하여 240m 혹은 245m 혹은 250m의 체인
을 사용한다면 극한 해양환경 속에서도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
할 수 있는데, 운용조건에서 부유체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240m를 사용한다면 오프셋이 적게 발생하므로 유리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Fig. 5 ISSC spectrum of designe wave

Fig. 6 Line tension in time history (length=240m)

Table 5 Ultimate statistics of line tens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장형 해양구조물 전용 해석 S/W인 올카플렉
스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계류선을 설계하였다. 계류선의 기초
적인 제원 선정에서부터 극한 하중 응답해석까지 과정을 거쳐 
계류선 설계 과정을 검토하였다. 1개 라인의 특성 곡선으로부
터 계류선의 제원과 초기 인장력을 검토하였으며, 해양환경 특

성과 구조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다점 계류 구성을 검토
하였다. 전체 시스템의 고유주기 검토를 통하여 거동 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극한환경 응답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적용 수심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계류
선에서 발생하는 인장력은 계류선 길이 혹은 초기인장력에 매
우 민감하게 응답하기 때문에, 초기인장력은 계류선 설계의 매
우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해양환경 매트릭스 조
건에 대한 해석과 피로해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시스템 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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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Jung, H.S. Lee, D.S. MOON, H.J. Kim 

Marine structure & plant research department, KORDI

KEY WORDS:  Experimental study, Pressure controled pipeline laying method, tension and strain, 

ABSTRACT: The experiment on pressure controled pipeline laying method which has advantage of reducing the top 

tension of pipeline is performed. Top tensions and strains along pipeline length according to injected pressure at a 

static position are measured to investigate the tension variation by the pressure with strain gauges and FBG sensors 

respectively. Static tensions for all cases increase, which is adverse for the expected effect by the pressure controled 

laying method. The fail to show the effect of pressure controled laying method comes from the inequality of pipe 

material. On the condition of top excitation with a period and amplitude, the height of top tension response shows to 

be decrease with pressure increase. The adverse effect by VIV for a certain excitation period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pressure controled pipeline laying method.

1. 서  론

해저파이프라인은 해저면에서 개발된 석유, 가스, 그리
고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해저 자원을 원하는 해역, 구조
물, 또는 육지까지 이송하는 수단이다. 석유 혹은 가스를 
이송하는 파이프라인은 대개 재질이 강관이며, 최근에 개
발이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해양심층수를 운반하
는 파이프라인은 폴리에틸린(PE) 혹은 강화섬유플라스틱
(GFRP) 소재이다. 

해저파이프라인은 운용 중에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되거
나 해저면 위에 부설된다. 해저면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설선박법, 해수면 예인법, 해저면 예인법 등 다양한 부설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파이프라인의 안전성을 확보하
면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
법이 부설선박법이다 (유홍선 외, 2001). 부설선박법이 파이
프라인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해저면에 부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설선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는 전용 부설선박이 필수적이다. 파이프라인 부설선박은 
임대료가 고가이므로 파이프라인의 가격 및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해양심층수 개발업은 석유 혹은 가스 개발 산업과는 달
리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취수관 건
설비용을 최소화하여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취수관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수
관 부선 전용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취수관을 설
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부설되는 취수관은 해수면 부근에서 고응력과 고장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해저면 부근에서 고응력이 발생하여 파
손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설비 

중의 하나가 취수관 부설선박의 스팅거(stinger)라고 하는 
취수관 부설 가이드이다. 스팅거는 해수면 부근에서 취수
관에 발생하는 응력집중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스
팅거는 일정한 곡률로 제작되어 있어서, 취수관이 일정 이
상의 곡률을 유지하여 고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스팅거가 설치된 전용 부설선박은 이
용은 안전한 설치작업을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선선박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팅
거의 기능을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안될 수 있는 부
설방법 중의 하나가 압력조절 부설법이다. 압력조절부설법
은 부설선박 혹은 바지에서 취수관을 부설하는 과정에 취
수관에 압력을 주입시켜 취수관의 자중을 감소시키고, 양
성부력 상태로 만들어 부설되는 취수관의 형상이 S자 형상
이 되도록 한다. 즉 스팅거가 없다면 부설선박에 매달린 
취수관의 형상이 카테너리 형상이 되는데, 해수면 부근의 
취수관이 곡률을 이루도록 하여 해수면 부근의 취수관에 
작용하는 장력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부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수관 내부에 압력을 주입하여 해수면 
부근에서 취수관에 발생하는 중량을 감소시켜 인장력을 감
소시키는 압력조절부설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
를 수행한다. 취수관 모형을 해저면 끝단은 고정시키고, 해
주면 끝단은 예인대차로 이동시키면서 취수관의 부설현상
을 모사한다. 취수관의 정적 위치에서 내부에 압력을 주입
시키면서 압력에 따른 취수관에 발생하는 장력과 응력을 
검토하여 압력조절부설법의 효과를 검토한다. 또한 부설 
과정에서 부설선박이 파랑에 의하여 운동하므로, 일정주기
와 진폭으로 강제가진 영향을 받는 취수관의 영향을 고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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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개요 
2.1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부설되는 취수관에 압력을 주입시켜, 취수
관에 작용하는 장력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법을 모사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리모형 실험을 수행한다. 수리
모형 실험에 사용된 실험 모델은 PVC 파이프이며, 그 제원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operties of experiment model 

Model Proto

Scale(1:40)

Density(kg/m3) 1430 1430

Water depth (m) 3.4 136

O.D. (m) 0.022 0.88

I.D. (m) 0.016 0.64

Thickness (m) 0.003 0.13

Weight in air (N/m) 2.51 4,016

Weight in water (N/m) 0.77 1,232

Pressure (Bar) 0 - 0.15

Length (m) 20.0 800

Position (x, m)
17.5 - 

19.0

Fig. 1 Sensor setup of strain gauges and FBG

Fig. 1에서는 실험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리모형 실
험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공학수조에서 수행되었으며, 파
이프 한쪽 끝은 수조 바닥면에 힌지 조건으로 설치하였다. 
다른 한쪽 끝단은 해수면에 위치한 예인대차에 힌지 조건
으로 설치하였다. 예인대차가 지정되는 위치로 움직이도록 
설정하여 취수관의 위치에 따라 장력 등의 상태를 검토하
였으며, 예인대차에 강제가진기를 설치하여 일정 주기와 
진폭으로 가진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압력조절 부설기

법을 모사하기 위하여 해수면 부근에 아날로그 압력기를 
설치하여 취수관 내부에 압력을 공급하도록 설계하였다. 
압력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컴프레셔에서 공급되는 압력의 
크기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2.2 측정센서
본 실험에서는 장력과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력계와 
FBG센서를 이용하였다 (Fig. 1). 장력계는 취수관의 상부단 
끝점에 설치하여 압력조절 부설 실험 동안 취수관 끝단에 
작용하는 장력을 측정하였다. FBG센서는 취수관 길이방향
으로 설치하여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곡률 및 변형
률을 측정하였다. FBG센서는 파이프 단면에 대하여 180도 
각도를 가지도록 단면당 2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2차원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예인 대차가 일정 
거리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취수관의 형상과 장력의 변화
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는 일정한 조건에서 취수관 내부에 
압력을 주입하면서 압력에 따른 취수관의 응력과 장력을 
측정하였다. 파랑과 조류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부
선설박의 거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취수관 상부 끝단에서
의 강제진동을 고려하였다. 강제진동 조건은 주기 5초 및 
7초, 진폭 0.5m 조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취수
관을 열악한 환경에서는 부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수관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은(0.05 bar : 0.5m, 0.1 bar : 1.0m, 
0.15 bar : 1.5 m) 수심의 약 50%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까지 작용시켰다.

3 . 실험 결과  분석

(a) Static tension at top

(b) Tension variation height at top
  Fig. 2 Tensions according to internal pressures : 
excitation period=5s



Fig. 3 Strain measured with FBG sensor along pipe length 

Fgi. 2에서는 취수관의 상부 끝단을 매달고 있는 예인대차
를 수평 이동시키면서 압력변화에 따른 취수관의 장력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a)는 예인대차의 위치가 변할 
때 내부압력의 크기에 따른 정적 장력값을 보여준다. 모든 
조건에서 내부 압력이 증가할수록 정적 장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곡률을 가지는 파이프에서 내부 
압력에 따라 장력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최초 실험 계획에서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곡률이 변화되면
서 파이프 상부단 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효과를 재현하는데 실패하였다. 초기에는 압력이 없는 상
태였으며, 0.05 bar(0.5m) 에서 0.15 bar(1.5 m)까지 증가시
켜서 전체 수심의 50%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압력
이 0.15bar를 초과하면서 파이프는 2차원 단면에서 벗어나
서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압력이 없는 초
기 상태가 카테너리 형상이 아닌 S자 형상으로 압력을 유
지하면서 저장력 상태를 유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역시 
파이프가 2차원 단면을 넘어서 횡방향으로 이동하여 실험
에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실험 모델의 중량과 직경은 상
사법칙에 따라 실험비율을 맞추었으나, 강성은 실험비율을 
따르지 못하고 매우 큰 강성값의 모델이 사용됨에 따라 파
이프의 강성에 지배되어 파이프 모델의 거동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파이프 내부에 압력을 주입시켜 부력을 증가
시키면 자중이 감소되면서 파이프가 2차원적인 거동을 보
이지 않고, 파이프의 불균일한 강성 구조로 인하여 횡방향
으로 이동하게 된다. 향후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 
비율에 맞추어 파이프의 재료적인 측면에서 강성도 비율을 
맞추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성에 대한 정확
한 상사가 이루어진다면 압력 조절을 통하여 파이프 형상
을 S자로 유지하면서 파이프 상부단의 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Fig. 3에서는 FBG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파이프 길이에 
따른 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다. Fig. 2와 유사한 결과로 압
력이 증가하면서 파이프의 해수면 부근 센서에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 (b)는 내부 압력 증가에 따른 상부 가진에 의한 장
력 변동값을 보여주고 있다.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상부 
가진에 의한 장력 변동값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
부 압력 증가에 따라 정적 장력 변화와 비교해 본다면, 정
적 장력 증가는 미소하게 나타나지만, 동적 장력 감소효과
는 크게 나타났다. 거리가 17.5n이고 압력 1.5bar 조건에서
는 압력이 0인 조건에 비하여 약 30%의 동적 장력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Tension variation height at top
Fig. 4 Tensions according to internal pressures : excitation 
period=7s

Fig. 4에서는 7초 주기로 가진되는 경우에 예인대차의 거리 
및 압력의 변화에 따른 장력의 변화값을 보여주고 있다. 5
초로 가진되는 Fig. 2의 결과와는 달리 결과값이 상관관계 
및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예인대차의 위치가 
x=17.5m인 조건에서는 압력에 따라 장력의 변동값이 증가
하였으며, x=18.5m인 조건에서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장
력이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a) f1 (f=0.9 Hz, excitation frequency)

(a) f2 (f=1.8 Hz)

(c) f3
Fig. 5 PSD of tension according to pressure



Fig. 5에서는 7초로 가진되는 조건에서 내부 압력 변화에 
따른 장력값을 주파수 별로 성분 분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조건에서 가진주파수인 f1은 압력 증가에 따라 장력
이 미소하게 증가하는 영향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미비하게 발생하였다. 2배 주파수인 f2에서는 x=17.5m(Fig. 
6 (a))인 조건에서 압력에 따라 장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에서 f2 성분값들은 f1의 성분보다 절대적
인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압력이 
0.15bar에서는 f2성분이 f1보다 약 4배 크게 나타났다. 공
통적으로 f2 성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일정 주기와 진폭으로 가진되는 조건에서는 가진 
주파수의 2배로 VIV 현상이 발생하므로, 위의 2배 주파수
는 VIV 로 인하여 발생하는 VIV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예
인대차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f2 성분은 거의 없어지고, 가
진 성분인 f1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예인대차와 해저면 파이프 끝단과의 거리가 멀어질수
록 파이프 경사가 증가하게 되며, 기울어진 파이프는 VIV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진주
기가 7초인 조건에서는 파이프 내부에 압력을 주입하면 특
정 경우에는 파이프 상부단의 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강제가진 조건에서 파이프의 형상에 따라 VIV 현상이 발생
하여 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x = 17.5

(b) x=18.0

(c) x=18.5

(d) x=19.0
Fig. 6 Frequency component analysis of tensions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설되는 취수관에 작용하는 장력을 감소
시키고자 취수관 내부에 압력을 주입시키는 압력조절 부설
법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취수관 모형을 예인
대차에 설치하여 수평 이동 시키면서 취수관의 부설위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각 정적 위치에서 내부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압력부설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모든 조건에서 압력증가에 따라 취수관의 정적 장력은 증
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실험모델의 재료 선정에 
있어서 기하학적 상사는 맞추었으나, 강성 등의 재료적 특
성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압력증가로 인하여 장
력이 감소하는데, 실험모델의 강성은 매우 크며 불균일하
기 때문에 취수관 모형이 2차원 단면적인 거동을 벗어나면
서 실험이 불가하였다. 향후 실험에서는 강성 등의 재료적 
특성을 맞추어서 실험을 수행한다면 압력조절법에 의한 부
설현상 모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에 따른 동적
거동 측면에서는 압력증가에 따라 동적거동 진폭은 감소되
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진 주기에 따른 어떤 
경우에는 VIV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여, 향
후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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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마개 주 의 유동해석을 통한 배 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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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w analysis was carried out around the end cap in the nuclear piping system. The wall thinning was due to the liquid 

droplet impingement erosion, which gave the leakage in the piping system. They are composed of the control valve, orifice, expander, 

check valve, tie-type pipe and the end-cap. Numerical simulation has been carried out to make clear the effect of liquid droplet 

impingement erosion to the end cap, which is passed through the orifice in the two-phase of high pressure in a power plant. For the 

analysis, three types of models (1D,2D,3D) are applied for the comparison with the base design. Computational result shows that 2D 

case is the best among them because it weakens the impingement erosion. FLUENT package code was used for the hybrid multi-phase 

with RNG k-e turbulence model. 

1. 서    론 

  원  배 시스템에서 종단마개(End Cap) 설  고압유체 

충돌침식 등이 배 손상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규명하기 

하여 터빈후단의 단재열기에서 수가열기로 가는 증기 라인

의 시스템을 고찰하 다. 유체충돌  침식은 고속  고압 

이  시스템에서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원  배 시스템

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여 책 수립을 한 연구의 필요성

이 두되고 있다. 액 (Droplet)이 증기와 혼재하는 증기 배

시스템에서 액체가 가속되는 경우에 오리피스나 복수기, 개방

된 소형밸  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밸  연결부의 배

내 엘보우 외측흐름 방향이 변화되는 부분이나 티자 , 오리

피스 등에는 일반 으로 배 마모 상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

는 액 의 성에 의해 벽면에 유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을 액 충돌침식이라고 한다. 액 이 가속되면 배

내에 부분 으로 충격력을 만들고 이로 인해 배  모재가 침

식될 수 있다(Horowitz, 2007). 산화막의 손상은 충격의 크기

에 의존하며 배 내의 유속  배  재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Munson, 2007) (Kleis, 2010). 본 연구에서는 유체 련 소

트웨어인 루언트를 사용하여 종단마개 주 의 유동을 해

석하여 감육 상을 규명하고 수치실험 결과를 통하여 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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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수행하 다.

2. 수치시뮬 이션 

  기본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이며 유한체 의 수치기

법으로 이산화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은 정상유동 

상태로 수행하 으며, 난류모델은 RNG형의 k-epsilon을 용

하 다. 유속편차가 크며 선회가 심한 유동을 k-epsilon, k- 

omega, RNG k-epsilon  Reynolds stress 모형을 수치실험  

하 는바 그 에서 RNG k-epsilon이  실험과 가장 유사한 결

과를 보여  바 있다 (곽승 , 2011) (Albert,  2004). 

RNG k-epsilon 방정식은    

            
  

          (1)  

and

            



  




           (2)

                                     

방정식 계산에는 속도와 압력을 커 링하여 수렴이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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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tudy cases for the piping system 

design

    (b) Close-up view
 

Fig. 2  Grid generation of the piping 

system (3D) 

     (a) Mesh generation   

(a) Basic design

 (b) 1D design 

Fig. 3  Vector view for Basic and 1D 

design of the end cap 

반복하 다. 속도와 압력의 coupling은 SIMPLE해법을, 이산화

는 1차 upwind scheme을 기본으로 하 다. 수치실험(Ferziger 

등, 1997), (Wilcox 등, 1968), (Launder 등, 1972)은 연속방정식 

 각 방향 속도의 값을 계산하고 기 값과  오차의 범 를 

제한함으로서 수렴과정을 확인하 다. 최 설계를 하기 하여 

네 종류에 한 수치해석을 실시하 다. 수치모델은 1D,2D  

3D 모델로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형상이 기본 모델이다. 종

단마개 단에 배  직경의 한 배, 두 배, 세 배의 길이만큼 

단 을 삽입하여 모델링한 것이 1D, 2D, 3D 모델이고, 여기서 

D는 배  직경이다.  설이 발생한 배 시스템에는 물과 압

축성 유체인 증기로 구성된 2상 유체가 흐르고 있기에 다상 

수치모델을 용하 다. 격자는 비구조 사면체 형상으로 격자

수는 225,364, 노드수는 42,682 이다. 경계조건은 입구면, 출구

면, 벽에 각각 속도, 압력 조건을 부여하 고 공간내부에는 연

속체 조건을 주었다. 입구면에는 단 속도인 1m/sec, 출구면에

는 제로구배 압력조건을 용하 다.

3. 수치해석  토의

  Fig. 1은 원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끝마개의 배 계통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설계를 Base로 하고 그림과 같이 직경거리

에 따라 1D, 2D, 3D로 총 4경우에 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Fig. 2는 격자생성을 보여주고 있다. 배 계통도의 구성

은 밸 , 오리피스, 체크밸 , 티형의 굽은 , 끝마개로 구성되

어 있다. (a)는 체 인 형상의 격자를 (b)는 오리피스 부분을
심으로 확 된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3은  Base와 1D 

설계의 속도벡터를 보여 다. 끝마개에 부딪히는 유속의 방향 

 세기를 확연히 볼 수 있다. Base 경우는 끝마개 내부에서 

유체 에 지가 소실되는 것이 보이며 끝마개의 피로를 측할 

수 있다. Fig. 4는 난류운동에 지를 보여주고 있다. Base가 

1D, 2D 결과와 비교했을때 운동에 지의 양이 많음을 볼 수 

있다. Fig. 5는 정압(static pressure)을 보여 다. Fig. 6은 유

선(pathline)을 보여 주고 있다. Base와 1D 결과를 비교할 때 

Base 경우가 속도벡터의 세기와 회 이 강함을 볼 수 있다. 



   (a) Basic design

(b) 1D design

(c) 2D design

Fig. 4  Turbulent Kinetic Energy

반면에 1D의 경우는 세기와 회 의 정도가 완화됨을 볼 수 있

다. Fig. 7을 보면 1D, 2D, 3D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1D의 

경우보다 2D의 결과가 끝마개의 피로를 여주는데 효과 임

을 알 수 있고, 3D 보다는 2D의 경우가 최 설계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원  배기라인 배 시스템의 종단마개에서 설을 방지하기 

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한 결과 2D의 경우가 최 설계로 나왔

고 의장에서의 제한사항이 있다면 1D의 경우를 차선책으로 한

다. 이는 액 충돌을 최 한 완화하는 설계를 채택한 것으로  

시스템의 유선추 과 벡터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로 CFD를 

통한 수치실험이 원 시스템의 안 성을 확보하고 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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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design

(b) 1D design

Fig. 6  Perspective view of pathlines

in the end cap

(a) 1D design 

       (b) 2D design

       (c) 3D design

Fig. 7  Pathlines in the end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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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was carried out to define the identity and process of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FEED) for engineerng 
education.  Engineering education models used at Penn State University and POSTECH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Mastership (GEM) are 

analyzed to benchmark with other engineering disciplines. These two models were also benchmarked with several subsea pipeline engineering 
projects.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the engineering concepts and problems in early stage is essential to improve the design capacity and to 
reduce the risks and related cost when an engineering project is executed. This paper provides a guide and methodology how to perform the 

FEED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engineering design projects.

1. Introduction

There are many advantages why teaching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FEED) is important for engineering 

students, especially for the seniors and graduate students 

studying offshore plants in Korea. FEED education provides 

more basic considerations to students as well as junior 

engineers in the engineering projects. In general, spending 

more manhours in the early stage of a design will 

compensate reducing more risks to select wrong decisions in 

the late stage of a project. Engineering cost is not very 

expensive than the costs arising from the bad choice of 

options when the engineering design is executed. 

In this paper, two cases of FEED education programs are 

assessed and benchmarked with subsea industry projects. 

FEED education at Penn State University in USA and Postech 

in Korea are demonstrated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FEED in subea pipeline projects are also 

demonstrated and discussed to find a fast track of 

engineering education.

2. FEED Education at Penn State University

2.1 FEED-solution approach    

교신 자 최한석: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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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fundamental stages in the engineering 

design process: developing the problem and developing 

the solution (Devon and Jablokov, 2010). Each of them is 

followed by design reviews.  They defined problem 

development as FEED. The FEED process is then assessed 

through an early design reviews to make sure that it was 

done well. FEED is followed by a problem solution stage, 

and that is followed by a critical design review. 

Throughout these stages, they used a concept of design 

validation to show that design process and product ideas 

are continually subject to validation. This is aimed at 

teaching design as a thoughtful reflective process with 

FEED-solution (F-S) approach.

FEED begins with some sort of initial trigger (input), 

which may not be a problem at all but an opportunity or 

invention. It ends with a set of design objectives that 

have target specifications.

2.2 Two key features of FEED-solution model

Two key features of the FEED implemented at Penn 

State are the trigger and design validation step. By 

highlighting the input to the design process as a trigger, 

they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e variety of ways in 

which the design can begin. This step is also refered as 

"problem identification". The trigger could be an 

opportunity or neat idea or an invention.

Design validations for justifying the design process and 

concept through design reviews were used for teaching 

F-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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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mplementing FEED at Penn State university

 F-S model can be implemented in different ways. 

Following activities for FEED education program were 

implemented at Penn State University as an illustration.

2.3.1 Team managent activities

 Team management, in which the students form teams 

and establish the logistic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hrough design activities.

2.3.2 Project plan

 Most design texts, and possibly most design educators, 

use a single and presumably definitive diagram of 

design process to make a project plan, but none are the 

same. Project progress log is both a record and means 

of managing problem in the design process.

2.3.3 Initial trigger analysis

 After the team management activities have been 

initiated, students were asked to consider the initial 

trigger for the design problem. The trigger includes a 

draft problem statement and initial design characteristics 

and input. 

2.3.4 Benchmarking and market assessment

 Students usually perform benchmarkings and market 

assessments through searches on the web. They gather 

market data and technology trends for the best available 

products on the market, and any disruptive technologies 

that might erode their design process.

2.3.5 User/customer needs assessment

 Students must consider the current and potential users 

of their designs. They are also encouraged to create 

surveys and to collect data from friends and family 

about their working design process.

2.3.6 Product exploration

 With an initial problem definition in mind, students 

are asked to explore their product understanding 

through functional analysis. Functional analysis is a 

well-documented activity in which students are asked to 

consider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technology. 

A useful tool for this exploration is to create a 

conceptual representation of the project.

2.3.7 Target product specification

 Finally, with all of these perspectives, material, and 

gathered information, the students develop a mission 

statement for their design effort, as well as target 

product specifications. They are followed by design 

reviews. This output serves as the input for the 

"Solution Development".

3. FEED Education at POSTECH

A new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mastership 

(GEM) was initiated at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to enhance the FEED capacity in 

Korea with government and POSCO's financial support 

in the spring 2012. Followings are the descriptions of 

GEM and its strategy to teach FEED. 

3.1 Aim of GEM's education    

Vision of the GEM is the world number one front 

engineering education to enter the global top seven 

engineering countries. 

Ultimate goals of the GEM are to bring up the leaders 

of the global front engineering and to be a central R&D 

hub of global top-level front engineering.  

Student prospects are technology oriented engineers, 

global leaders of high-valued plant engineers, and 

capable engineers with strong background of theory and 

field experience.

3.2 Philosophy of GEM's curriculum    

The curriculum of the GEM was established to achieve 

a global front engineering institute with industry required 

subjects and problems. GEM has four main disciplines of 

the FEED which is consisted by offshore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power generation, and ferrous 

technology. The levels in the curriculum consists of basic 

technology, elementary engineering, FEED capacity, plant 

system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and solution 

methodology. Solution capacity is emphasized within 

GEM engineering program, solution library, student 

prospects, methodology, supporting softwares, and data 

bases (GEM, 2012).

  

4. FEED in Subsea Engineering

 There are typically three phases in a subsea 

engineering design: conceptual study (or pre-FEED), 

preliminary design (or FEED), and detail design (or 

design for construction). In small size projects, the 

pre-FEED and FEED can be combined as a single FEED.



4.1 Conceptual study (pre-FEED)    

A conceptual study for an offshore field development 

begins with a brainstorming including the previous 

project experiences and concurrent offshore projects.  

Development alternatives are identified, for example, wet 

tree vs. dry tree, floater type, flowline and riser type etc. 

Alternatives are screened and development concept are 

being developed. Technical feasibilities, system 

constraints, and required information are defined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Rough schedule and cost 

estimation are made. Following three items are generated 

and used for a draft design basis (DNV, 2010):

1) initial data,

2) system design principles, and

3) field architecture and estimated pipeline route.

4.1.1 Input of pre-FEED

  Input for the pre-FEED is well defined in DNV 

standard (DNV 2010):

  1) data and description of field development,

  2) system design principles,

  3) field architecture and pipeline route,

  4)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5) external and internal pipe conditions.

4.1.2 Activities in pre-FEED

  Activities in pre-FEED are as follows:

  1) brainstorming of concept,

  2) establish system design principles,

  3) description of field development, and

  4) general arrangement of the field.

4.1.3 Results of pre-FEED

  Results of pre-FEED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ptions,

  2) technical feasibilities,

  3) data for the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4) project schedule and cost estimation.

 

4.2 Preliminary design (FEED)    

Further development concept is defined and 

preliminary design basis is prepared. Pipe sizes are 

determined from the results of flow assurance analysis. 

Most of the basic engineering design items including 

design report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are prepared 

in this stage.

Detailed schedule and cost estimation with a 20% 

tolerance are made. Permit application package is 

prepared for the legislative approval.

Bid documents for long lead items are prepared and 

received bid packages are reviewed for the procurement.  

4.2.1 Input of FEED

Results of the pre-FEED are used as input for the 

FEED. 

4.2.2 Activities in FEED

  Activities in FEED are as follows:

  1) defining the development concept,

  2) further defining the design basis,

  3) design analysis, calculation, design reports,

  4) sizing the long lead items,

  5) specifications for long lead items, 

  6) bid document for EPCI, and

  7) project schedule, cost, and permit application.

4.2.3 Results of FEED

  Results of FEED are as follows:

  1) design basis and design reports,

  2) preliminary design drawings, and

  3) specifications for long lead items.

4.3 Detail design (design for construction)

Final development concept is defined and design basis 

is established along with other disciplines of design 

items. With fixed specifications of long lead items, detail 

engineering design items including design report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are finalized in this stage.

Detailed schedule of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EPCI) and cost estimation 

with a 10% tolerance are made. 

Bid documents for EPCI are prepared and received 

EPCI bid packages are reviewed for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an EPCI contractor. 

4.3.1 Input of detail design

Results of the FEED are used as input for the detail 

design. 

4.3.2 Activities in detail design

  Activities in detail design are as follows:

  1) detail engineering design,

  2)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3) drawings for construction,



  4) support engineering for construction, and

  5) support engineering for installation. 

4.3.3 Results of detail design

  Results of detail design are as follows:

  1) design reports for construction,

  2) design drawings for construction, and

  3)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5. FEED in Other Engineering

Plant engineering including chemical and power plant 

engineering is generally technology oriented and the 

engineering is leading the project management. FEED in 

plant engineering is defined all the engineering activities 

before the detail engineering.

Civil and construction engineering is generally 

management oriented and project management is leading 

the engineering. FEED in civil and construction is defined 

the early stage engineering including the part of basic 

engineering.

6. Results and Discussions

Aim of teaching FEED at Penn State University is a 

thoughtful reflective process with design validation. Their 

approach is a FEED-solution process with the definition 

of FEED as developing the problem. This methodology is 

very easy for teaching at academy, but the solution 

capacity can be weak both at academy and industry. 

Aim of teaching FEED at Postech is to bring up the 

leaders of the global front engineering. The prospect of 

the student is technology oriented engineers with strong 

background of theory and field experience. Therefore, 

definition of FEED at Postech is wider than that of Penn 

State and solution stage is included in their curriculum.

Aim of subsea pipeline engineering is clearly defined in 

subsection 4.2.3 and most of the problem is already 

solved and validated in FEED stage. Therefore, the 

approach at Postech can be easily applied for FEED in 

subsea engineering.

7. Conclu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e various 

benchmarking studies:

(1) FEED can be defined as problem developing 

process with a FEED-solution approach.  

(2) Most of the engineering disciplines are categorized 

engineering phases with two steps of FEED and detail 

engineering. 

(3) Engineering phases in offshore projects are 

typically has three steps of pre-FEED, FEED, and detail 

design because of the more restricted design 

requirement and zero tolerance of failures. 

(4) FEED in subsea engineering includes preliminary 

design report, drawings, and specifications. Therefore, 

the approach at Postech is close to the subsea 

engineering definition of the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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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about ultrasonic sensor operating strategies of multi-legged seabed robot based on result 

of the open sea experiment that the robot to overcome the low visibility environmen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on 

April 3 to April 6, 2012 at Pier of Namhae Institute to get vertical and horizontal images and used device was 1171 High 

Resolution sensor manufactured by Kongsberg Maritime. The criteria of positioning and sensor arrangement of the robot was 

suggested by this experiment and acquired image data was represented as an integrated picture with Google Earth satellite map 

through the mosaic processing from Adobe Photoshop program.

1. 서    론 

수중로봇에 적용하는 단일빔주사소나(Single Beam Sonar)는  

사이드스캔소나(Side Scan Sonar)와 단일빔주사음탐기(Single 

beam Scanning Sonar)로 나눌 수 있다. 사이드스캔소나는 주로 

수중을 일정 고도와 속도로 항주하는 AUV(전봉환 등, 2010)에 

장착하거나 소형 선박으로 예인하여 해저면으로부터 일정 고도

를 유지하게 예인하여 해저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센서이다.  

단일빔주사음탐기는 ROV(백혁 등, 2008)나 삼각대에 설치하여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센서 내부에 설치된 모터의 회전으로 

일정반경 이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센서이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0년 7월 서해의 강조류와 불량 시

계환경에서 해저면을 탐색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관절 

해저로봇개발(전봉환 등, 2010)에 착수하였다. 이 다관절 해저로

봇은 세 가지 운용전략으로 목표물에 근접하고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운용전략은 먼 거리에서 목적하는 대상을 스

캐닝하여 대상의 상대위치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주사음탐기의 운용이다. 이 센서를 이용하면 목적하는 대상을 

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운용전략은 목적하는 

대상과 다관절 해저로봇의 거리가 10미터 이내로 근접했을 때,  

교신저자 백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

042-866-3822  hbaek@kordi.re.kr

고해상도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의 이미지

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운용전략은 다관절 해저

로봇의 몸체와 로봇팔에 설치된 광학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을 

최종 식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운용전략인 다관절 해저로봇의 주사음탐기 운용 타당

성 여부는 2011년도 1월 10일 남해분원 부두의 해저면 이미지 

취득과 모자이킹 실해역 실험(백혁 등, 2010)으로 확인한 바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에 적용할 고해상도 주사음

탐기를 이용하여 실해역에서의 센서 성능을 검증하고 센서 운용

에 필요한 로봇의 자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장 서론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의 운용전략과 배경을 간단

히 소개하고, 2장에서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고해상도 주사음

탐기의 사양, 실험 개요, 센서의 운용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서 수행한 수평면, 수직면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실험과 이미지 데이터의 모자이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서 나타난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다이버를 투입하여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

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소개한 후처리 결과 데이터를 취득하

기 위한 다관절 해저로봇의 센서 운용전략에 대하여 고찰하고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실험 평가와 향후 전략에 관하여 기술하

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실험 준비 

2.1 다관절 해저로봇의 운용개념

Fig. 1 Operation concept for Crabster

다관절 해저로봇은 다관절 다족을 이용한 해저 착지와 해저보

행으로 이동한다. 기존의 천해역 해저작업 기술 중 원격 무인잠

수정(ROV: Remotely Operated Vehicle)을 이용하는 기술의 가

장 큰 한계는 강조류와 악시계 조건에서 운용의 난점으로 요약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형이 복잡하고 조수간만

의 차가 커서, 조류가 세고 시계가 나쁜 해양환경 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6,000m급 심해용 ROV인 해

미래(L3.3m×W1.8m×H2.2m)의 경우에는 2노트의 조류에서 약 

200kg의 저항력을 받으며, 200m 길이의 지름 20mm 케이블은 

약 240kg의 저항력을 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기 추력

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체 중량과 크기의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전봉환 등, 2010). 

Fig. 1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의 운용 개념에 대하여 도시하

였다. 그림과 같이 해저에 밀착하여 접지력이 향상되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조류를 극복하고, 로봇과 모선 사이에 완충기를 

두어 케이블에 걸리는 조류력이 해저로봇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 기존 한계를 극복한다는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해저면에 착

지한 이후에는 고해상도 주사음탐기를 운용하여 해저 면에서 목

표물과의 정확한 상대 거리와 방향을 인식하고, 10미터 이내로 

접근한 후 초음파 카메라와 광학 장비를 이용하여 최종 식별을 

수행할 계획이다.

2.2 1171 소나의 사양

Fig. 2 Scanning Sonar Beam Pattern

Model 1171 High Resolution Sonar

Depth rating 3,000m

Frequency 675kHz

Beam width 0.9°×30°~ Fan 1.7°×1.7° Cone

Range 0.5～100m

Range resolution ≥ 19mm

Range sampling ≥ 2.5mm

Scan speed
11sec/360° @ 10m & 1.8° step
36sec/360° @ 100m & 1.8° step

Scan Width 360° continuous

Step size ≥ 0.225°

pulse Lengths 25∼2500s

Power 33W, 22∼60 VDC

Weight 6.1kg/2.9kg

Table 1 Specifications of 1171 High Resolution

실험에 사용한 고해상도 주사음탐기는 콩스버그사의 1171 

High Resolution Sonar이다. 고해상도 주사음탐기의 사양을 

Table 1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Fig. 2에서는 사양에 나타난 주요 

명칭을 도시하였다. 최고수심 3,000m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운

용주파수는 675kHz이다. 이 센서가 사용하는 초음파 빔크기

(Beamwidth)는 수평 방향(Horizontal Beamwidth) 0.9도, 수직 

방향(Vertical Beamwidth) 30도의 크기를 가지며, 시계 혹은 반

시계방향으로 최소 0.225°씩 회전하며 이미지를 취득한다. 이미

지 데이터 취득 시의 주사거리(Range)는 최소 0.5m에서 최대 

100m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계식 모터에 설정된 회전각도

(Step Size) 만큼 회전하면서 360° 전방향의 이미지를 취득한다. 

주사거리 10미터일 때 회전각 1.8° 도로 360° 스캔할 경우 11초

가 소요되고, 거리 100미터에서 회전각 1.8°로 회전할 경우에는 

36초가 소요된다.

2.3 실험 개요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실험은 2012년 4월 3일부터 4월 6일, 4월 

17일부터 4월 19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 

부두에서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에서는 남해분원 부두의 

구글어스 위성이미지 상에 수평과 수직이미지 데이터를 측정하

기 위해 실험한 실해역 위성지도와 스캔 위치를 도시하고 있다. 

수평이미지는 총 15개의 흰색 점으로 표시한 위치에서 측정하였



으며, 수직이미지는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두 곳의 위치에서 데

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3 Map of SSRI

Fig. 4 Deployment bracket for scanning sonar

Fig. 5 Diver for the target identification

수평 방향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해 Fig. 4의 왼쪽 그림과 같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삼각대를 제작하였다. 삼각대의 제일 상단에

는 짐벌(Gimbal)을 설치하고, 짐벌 아래에 센서를 직하방향으로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삼각대가 기울더라도 센서가 항상 중력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위한 무게 추를 장착하였다. 수직 방향의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Fig. 4의 오른쪽 그림과 같은 거

치대를 제작하였다. 벽면의 높이에 따라 2미터씩 연장할 수 있

는 알루미늄 재질의 봉으로 제작하였고, 지지대의 끝단에 90도 

방향으로 센서를 설치하였다. 이 봉은 육상에서 지지해 주는 고

정용 박스에 연결되며, 센서의 방향과 경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연결부에 조절장치를 제작하였다. 수평 이미지 데이터에

서 대상을 정하고 목표물을 식별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19

까지는 정밀 이미지 데이터 취득실험과 다이버를 활용한 광학카

메라 영상촬영을 수행하였다. Fig.5는 광학 영상촬영을 위해 다

이버가 입수를 준비하는 그림이다.

2.3 Sensor 운용 사양

수중에서 운용하는 초음파 센서는 음속을 보정하여야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아래의 Table 2는 남해연구소 부두에 정박해 있던 

연구선 온누리호에서 측정한 음속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평, 

수직 이미지 데이터 취득에 사용한 음속 값은 1487m/s이다.

Temperature 10.42℃

Conductivity 3.6[S/m]

Salinity 32.49[PSU]

Sound Velocity 1487m/s

Table 2 Value of CTD sensor

Fig. 6 Description of transverse resolution 

Fig. 7 Description of range resolution

실험에 사용한 고해상도 주사음탐기의 해상도는 센서의 회전 

방향인 횡 방향 해상도(Transverse resolution)와 주사 거리에 따

른 해상도(Range resolution)로 나타낼 수 있다. 횡 방향 해상도

는 Fig. 6에서 도시한 것과 같이 센서에서 멀어질수록 해상도가 

낮아진다. 아래의 식 (1)은 센서와 거리에 따른 해상도를 계산하

는 식이다. 수평 방향 이미지 취득 실험은 range 50m에서 수행

하였으며, 50m 거리에서의 횡 방향 해상도는 78cm이다. 수직 

방향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실험은 range 15m에서의 횡방향 해상

도는 23cm다.

 ×  × tan 



        (1)

주사거리에 따른 해상도는 Fig. 7에서 도시하였으며, 아래의 

식(2)로 주사거리에 따른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다. 수평 방향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실험에 사용한 음속은 1487m/s이고, pulse 

length는 20s이다. 따라서 아래의 식 (2)에 의한 주사거리에 따

른 해상도는 14.8mm이다. 수직 방향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실험



에 사용한 음속은 동일하고, pulse length는 10s이다. 식(2)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7mm로 나타난다.

 


  ×  
   (2)

3. 실험 내용

3.1 수평 이미지 취득 실험

수평 이미지 취득을 위해 Fig. 4 왼쪽이미지와 같은 삼각대를 

사용하였으며, Fig. 3에서 흰색 점으로 표시한 15개의 위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미지의 취득에 사용한 운용조건은 아래의 

Table 3에서 나타내었다. 주사거리는 모두 50m로 설정하였으며, 

Pulse Length 10㎲, 스캔 회전각도 0.225°, 음속 1487m/s로 센서

를 운용하였다.  

Table 3 Operation parameter for horizontal scan

조건 입력수치

Range 50m

Pulse Length 10㎲

Head Step Size 0.225°

Speed of sound 1487m/s

Fig. 8 Horizontal image of 8th position

주사거리 50m일 때의 이미지 크기는 2200pixel x 2200pixel 

크기로, Fig. 8에서는 8번 위치의 이미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

다. 중심에서 상부에 위치한 이미지는 부두를 지지하는 파일들

이고, 하부에 ‘ㄴ’자 형태의 밝은 그림은 부두 벽면이다. 한 개의 

이미지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사거리와 스캔 회전각도

에 의해 결정되며, 본 실험에서는 약 25분이 소요되었다.

15개의 위치에서 취득한 이미지들을 Adobe사의 포토샾 

(photoshop) CS5 프로그램에서 모자이크처리 하였고, 결과 이미

지를 Fig. 9에서 나타내고 있다. 구글어스 이미지와 모자이크 처

리된 수평이미지를 함께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 상부에 나침반

을 표시하였다. 그림의 좌측은 가두리 양식장을 나타내고 있으

며, 해저면 가까이에 가두리 양식장을 고정하기 위한 로프의 경

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의 우측은 연구선이 정박하는 부두

의 해저 면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선이 정박하는 부두에서는 

H-beam, 드럼, 사다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 Mosaic result of Horizontal images

Fig. 10 Result of Vertical image mosaic

Fig. 11 Vertical image of 5th position

Fig. 12 Result of pier pile image mosaic

조건 입력수치

Range 15m

Pulse Length 5㎲

Head Step Size 0.45°

Speed of sound 1487m/s

Table 4 Operation parameter for Vertical scan



3.2 수직 이미지 취득 실험

수직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실험은 Fig. 3에서 노란색 선으로 도

시한 1번과 2번 위치에서 수행하였다. 수직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시의 주사거리는 15m로 900pixel x 900pixel 크기 원형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수직 이미지 데이터 취득을 위해 Fig. 

4의 장치를 설계제작 하였으며, 센서의 방향각 조절장치와 센서

의 심도 조절장치 그리고, 벽면의 경사에도 센서가 수직으로 스

캐닝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였다. 1번 위치는 수직 벽면 이미

지 취득 실험 위치로서 총 5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Fig. 10에

서 모자이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번은 다섯 번째 위

치에서 취득한 이미지이며, 중앙 하부에 타이어 세 개가 나란히 

벽면에 기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선 접

안 부두인 Fig. 3의 2번 위치에서는 총 7회에 걸쳐 이미지 데이

터 취득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수직 이미지들의 모자이크

를 수행하였으며, 처리된 이미지와 부두 측면 사진 이미지를 

Fig. 12에서 함께 나타내고 있다. 수직 이미지 취득 시의 센서운

용 조건은 Table 4에서와 같이 주사거리 15m, Pulse Length 5

㎲, 스캔 회전각도 0.45°, 음속 값 1487m/s로 센서를 운용하였다.

3.3 이미지 데이터의 식별

수평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한 후 이미지에 나타난 대상을 식

별하기 위해 첫 번째로 대상 가까이에 고해상도 주사음탐기를 

위치 한 후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하고, 두 번째로 다이버를 투

입하여 광학 영상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대부분의 대상 물체에

는 해초류와 불가사리 등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

Fig. 13 Sonar image of debris

Fig. 14 Actual image of debris

 

Fig. 13은 부두공사 중에 유실된 공사 자재 이미지이다. 사다

리 모양을 한 이 구조물의 길이는 1.5m이고 폭은 60cm로 측정

되었다. Fig. 15의 이미지에서 좌측에 표시한 부분은 Fig. 16의 

좌측 그림과 같이 드럼으로 식별되었다. 드럼의 직경은 55cm, 

길이는 87cm로 확인되었으며, Fig. 15의 우측에 표시한 부분은 

Fig. 16의 우측 그림과 같이 수중에 떠 있는 H-beam으로 식별

되었다. H-beam은 폭 125mm, 높이 125mm, 길이 4미터 크기로 

측정되었다. Fig. 17의 좌측에 표시한 부분은 폐건축자재가 얽혀 

Fig. 15 Sonar image of a drum and H-beams

Fig. 16 Actual image of a Drum & H-beams

Fig. 17 Sonar image of debris and a bridge



Fig. 18 Actual image of debris and a bridge 

있는 것을 Fig. 18의 좌측 그림에서와 같이 식별할 수 있었다. 

Fig. 17의 우측에 표시한 부분은 Fig. 18과 같이 부두를 연결하

는 부교로 식별되었다. 마지막으로 Fig. 19의 상부에 표시한 사

각형 박스모양은 Fig. 20의 좌측 이미지와 같이 석축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석축의 크기는 가로 1.2미터, 세로 1.2미터, 높

이 1.2미터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확인하였다. Fig. 19의 하부에 

표시한 부분은  Fig. 20에서와 같이 노란색 기름 오탁방지막인 

oil fence로 식별되었다.

Fig. 19 Sonar image of Stones and Oil fences

Fig. 20 Actual image of Stones and Oil fences

Fig. 21 3D modeling of CR200

4. 센서 운용전략 및 고찰

Fig. 21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의 3차원 설계도에서 고해상도 

주사음탐기의 배치와 센서의 수직 빔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수

평 이미지 취득시의 정밀한 이미지 데이터 확보 방안은 수직 빔

의 중심방향에 대상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다관절 해저로봇은 

원하는 몸체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저면에서의 다양한 

센서의 운용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침몰선 조사의 

경우 침몰선의 선저 이미지는 3장에서 나타낸 수직벽면 이미지 

데이터 취득시의 운용 조건으로 정밀하게 이미지화 할 수 있으

며, 수평 이미지의 경우에는 굴곡이 있는 해저면에서 센서를 수

평으로 유지하도록 몸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3장에서 나타낸 수

평 이미지 데이터 취득시의 운용 조건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모자이킹할 수 있다. 센서를 전방을 향하게 추가하여 설치한다

면 수직 벽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한 개의 센

서로 수평과 수직면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틸팅 장치에 센서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다. Fig. 22는 다관절 해

저로봇이 1Km x 1Km 크기의 면적을 수평면 이미지 데이터 취

득과 모자이킹 하기위한 다관절 해저로봇의 운용 설계도이다. 

1Km x 1Km 크기의 면적에서는 총 181개의 이미지를 취득하여

야 하며, 고해상도 주사음탐기의 회전 각도를 0.225°로 운용할 

때에는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 취득시간이 17분 소요되며 181개

일 경우 51시간 28분이 소요된다. 회전 각도를 0.45°로 운용할 

때에는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 취득시간이 8.5분 소요되며 25시

간 64분이 소요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에서 운용하게 될 고해상도 

주사음탐기를 이용한 수평면, 수직면 이미지 데이터 취득 시험

을 수행한 결과를 3장에서 정리하였으며, 수평면과 수직면 이미

지 데이터에 나타난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근접 정밀 스캐닝과 

다이버의 광학 영상카메라 촬영을 수행하여 식별에 활용하였다. 

4장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이 해저면에서 센서를 운용하기 위

한 전략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고해상도 주사음탐기는 본 실험과 같이 일반적으로 삼각대와 

수직치구를 이용하여 해저면 혹은 수직면의 이미지를 취득한다. 

이러한 경우 바닥의 지형상태와 조류 환경에 따라 삼각대를 설

치하기 어려운 지역 혹은 케이블이 주변 바위틈에 걸리는 지역 

등의 센서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다관절 해저로봇과 같이 수중

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자세로 제어할 수 있는 로봇에 설치하여 

운용하면, 강조류 환경에서나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의 



Fig. 22 Overlapping coverage

환경에서 다양한 각도의 구조물에 대하여 초음파 이미지 데이

터를 취득할 수 있다.

향후에는 고해상도 주사음탐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profiling) 소나를 이용하여 3차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

를 처리하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3차원 데

이터와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합성하는 연구도 병행하여 수행

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과제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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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  로  CR200의 다리 겸용 로  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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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the Robot Arm combined with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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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
ABSTRACT: The KORDI has launched a new project to develop multi-legged subsea robot, named CR200, for precise proximity 
exploration and precise underwater work in the shallow sea under 200m depth. In this project, a six-legged underwater robot is 

proposed for the both of seabed walking and underwater working in the high tide and high turbidity environment. The proposed robot 
uses two front legs as manipulators. This paper deals with the design of robot arm combined with leg for the six-legged subsea robot. 
First, The kinematics structure and shapes of robot arm combined with leg are established. Second, the specific design is performed such 

as calculation of torque for joints and selections of motor, reduction gears, sensors, and motor controller. Finally, mechanical designs 
were performed using 2D and 3D CAD design tools. All of the design process will be presented in this paper

1. 서    론 

수  탐사와 작업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비  

랫폼에 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  환경은 

매우 다양한 상태로서 수  탐사와 작업을 하여 랫폼들 

한 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합한 형태와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랫폼 개발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은 수의 구동기로 

몸체 움직임  자세를 제어 할 수 있으며, 조류가 없는 환경에

서 제어가 비교  용이하다는 장  있어 로펠러를 이용하여 

기동하는 ROV와 AUV에 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Jun, B. H 

등, 2009, Yoerger, D. R. 등, 2000). 하지만 로펠러를 이용하여 

기동하는 랫폼들은 수  탐색  작업에 있어서 낮은 정확도, 

해  진흙지형에서 작업 시 로펠러의 움직임으로 발생되는 수

교란  강한 조류에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 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단 들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한국해양연구원

에서는 200m 이내 천해의 해  면에서 6족으로 보행하거나 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  해  로  “CR200”을 개발 

이며, 운용사양은 Table 1과 같다( 환 등, 2010). 

CR200의 해  보행  정 한 수  작업을 해서 다리와 로

 팔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  자세 변환과 

수  작업과 같이 다목 으로 용되게 될 다리 겸용 로  팔의 

을 다목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다리 겸용 로  

팔은 몸체를 지지하거나 정 한 메니퓰 이션을 하여 고출력

의 구동부와 정 한 치제어가 필요하며, 한 200m 수심에서

의 내압/수  성능과 보행  작업 시 발생되는 내/외부의 충

격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임 등이 필요하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CR200

체 크기 2m(길이)*1m(폭)*1.1(높이)

량 300Kg

자유도 4DOF 다리 *　4
7DOF 로 팔 * 2

보행 속도 0.5 m/s

최  운용 수심 200 m

운용 가능 조류 속도 2 knots 이하

원 공 외부 유선 공

Fig. 1 Conceptual design of CR200

본 논문에서는 다리 겸용 로  팔의 반 인 설계에 하여 

기술한다. 개념설계 과정에서는 로 팔의 작업 성능, 보행 성능 

 자세변환을 고려하여 다리 겸용 로  팔 체에 한  

 링크의 기구학  구조를 확립하 다. 세부설계 과정에서는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각  별 요구 토크를 산출하 으며 산출된 요구 토크를 기반

으로 구동부 부품을 선정 하 다. 기계설계 과정에서는 구동부 

부품의 보호를 한 내압용기의 두께에 한 설계를 수행하

다. 한, 각 의 기본 구조  부품 배치를 하여 다리 겸

용 로  팔에 한 2차원 개념설계를 수행하 으며, 마지막으로 

개념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움직임의 범 , 취약 부분 보

강, 조립 시 스, 량 감소  배선 경로 등과 같이 2차원 개념 

설계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을 3차원 모델을 생성과정을 통

하여 보완하 다. 본 논문은 CR200의 수  보행  작업을 한 

다리 겸용 로  팔의 설계과정에 하여 기술한다.

2. 개념 설계 

CR200의 다리 길이는 가제, 게  곤충의 생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넓 다리와 정강이는 3:4의 비율로 설

정하 다. 한, 평평하지 않은 지형에서 원활한 을 해서 

발끝의 모양을 반구 형태로 결정하 다. 일반 으로 모터에 의

해 구동되는 다족 로 들은 다리의 무게가 20~30%를 차지한다. 

하지만 CR200의 경우  구동의 부품뿐만 아니라 내압 수 을 

한 임 량이 포함되므로 략 으로 60%의 무게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하 다.

CR200의 다리 겸용 로  팔 구조는 Fig. 2와 같다. 일반 으

로 부분의 보행 로 은 각 다리에 hip yaw, hip roll  knee 

roll과 같이 3자유도를 갖는다. 하지만 CR200은 경사면에서 유

연한 자세 변환을 가능하게 하며, 강한 조류 흐름에서 몸체 자

세를 이용하여 해  면으로 르는 힘을 만들어 내기 해서 

Shoulder pitch 을 추가 으로 갖도록 설계하 다. 로  팔

은 일반 인 다리 구조에 ankle roll, ankle yaw  Gripper 

을 추가 구성 되며, 따라서 보행과 수  작업과 같이 다목

으로 용 될 수 있다.  2와  4의 움직임 범 는 넓 다

리와 정강이 부분이 완 히 힐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며,  

3은 체 범 의 움직임을 갖지만 배선을 고려하여 무한으로 회

되지는 않는다.  5와  6은 스토퍼 부분을 제외한 움

직임 범 를 갖으며  7은 Gripper의 움직임 범  내에서 한

정된 회 수를 갖도록 하 다. Fig. 3은 다리 겸용 로  팔의 개

념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의 움직임은 Table. 2 에 요약

되어있다.

Fig. 2 kinematics structure of robot arm combined with leg   

 

Fig. 3 Conceptual design of robot arm combined with leg     

     

3. 세부 설계

세부설계에서는 구동부의 부품을 선정하기 하여 각 

에 필요한 요구 토크가 결정되며, 산출 요구 토크를 바탕으로 

구동부의 부품을 선정하 다. 각 의 요구토크는 정 /동  

힘 해석에 의해서 결정 되었으며 이 의 선행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설계에 용하 다(Hangoo Kang 등, 2012). Ankle roll 

은 Fig. 4와 같이 로  팔의 gripper에 로  팔 링크를 포

함한 15Kg의 부하가 걸릴 경우를 고려하 으며 식 (1)을 이용

하여 산출한 결과 요구되는 토크는 략 80Nm이다. Ankle 

yaw 과 Gripper 은 짧은 모멘트를 갖으며, 따라서 

략 으로 요구토크를 결정하 다. 로  팔의 크기를 고려하여 

큰 토크를 갖는 모터와 감속기를 선정하 으며 결정된 토크는 

50Nm이다. 각  토크는 Table 2에 요약하 다.

  ××안전률 × ××        (1)

Fig. 4 Requred torque of ankle roll joint(5)

감속기를 선정함에 있어 출력부에 허용되는 최  부하 토크, 

회  속도, 고용량  소형 등을 고려하 으며, zero backlash, 

무진동, 소형이며 경량인 장 이 있는 HarmonicDrive사의 하

모닉기어를 선정하 다. 각 의 모터는 고효율, 고출력, 경

량  소형의 장 이 있는 Kollmorgen사의 frameless BLDC 

모터로 선정하 다. 각의 정  제어를 하여 높은 분해능

을 갖으며 공간 활용에 용이한 소형의 마그네틱 증분 엔코더



와 링 형태의 자식  엔코더를 선정하 다. BLDC 모터

를 구동하기 한 치제어, 속도제어  RS-232/CAN 통신포

트를 갖는 Elmo사의 모터 제어기를 선정하 다. 한, 로  팔 

부분의 Gripper 반 쪽에는 다리의 지면  상태  컴 라

이언스 제어 등을 하여 부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로드 

셀을 장착되도록 설계 하 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robot arm combined with leg

링크 길이
(넓 다리/정강이/로  

팔)

600mm / 700mm / 
500mm

공기  량 30kg

 움직임 범

 1 : -90°~+90°
 2 : -45°~+90°

 3 : -180°~+180°
 4 : -180°~+90°
 5 : -170°~+170°
 6 : -170°~+170°

 7 : 360° * 15 turn
(약 3Cm)

내압용기 허용 두께
(25bar)

실린더 부분 : 4mm 이상
평면 부분 : 6mm 이상

최   토크
(1/2/3/4/5/6/7)

260/680/400/680/80/50/50 
Nm 

링크  임 제질 알루미늄 6061

4. 기구 설계

기구 설계에서는 내압 설계, 2D 개념설계  3D 모델 생성

을  진행 하 다. 내압 설계에서는  구동부 부품에 한 

내압 수 을 한 하우징  임의 허용 최소 두께를 ABS

룰을 기반으로 산출하 다. 2차원 설계 과정에서는 의 기

본 구조  구동부 부품의 배치가 결정하 다. 3차원 설계 과

정에서는  움직임의 범 , 취약 부분 보강, 조립 시 스, 

량 감소  배선 경로가 고려하 다.

모터, 감속기  센서의 수   내압은 수 용 다리 로  

겸용 팔 설계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200m 

수심의 내압 수 을 하여 ABS룰을 이용하여 내압용기의 두

께를 산출하 다. 내압용기의 모양을 간략하게 원통형으로 선

정하 으며, 원통의 반지름은 구동부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165mm, 원통의 길이는 200mm, 내압용기의 재질은 알루미늄

(AL6061)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최소 두께는  3.2mm이상 

되어야 함을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내압용기의 최소 두께에 

추가 으로 안 율 1.25를 용하 으며, 따라서 정 두께는 

4mm이상이 되도록 설계에 반  하 다.

Fig. 5 Basic structures of joint and the placement of component

Fig. 5는  기본 구조와 부품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의 크기와 토크 손실을 최소화하기 하여 모터의 회 자와 

감속기의 입력부가 샤 트에 의해서 직결 되도록 설계하 다. 

감속기인 하모닉기어의 설계 기 에 따라서 샤 트의 입/출력 

축  하우징이 동일 선상의 축에 되도록 설계 하 으며, 샤

트는 베어링에 의해 이 으로 지지되도록 설계 하 다. 모터 

제어를 한 마그네틱 증분 엔코더는 입력 축 샤 트의 회

을 측정할 수 있게 장착 하 다. 일반 다리에는 링 형태의 

자식  엔코더를 용하 다. 임의 두께는 수  200m

의 내압을 고려하여 실린더 부분은 4mm 이상이 되도록 설계 

하 으며, 평평한 부분은 6mm이상이 되도록 설계 하 다. 각 

임의 연결 부분은 수 을 하여 니트릴 고무 타입의 O링

을 용하 으며 특히 의 회 부에는 이  O링 구조를 갖

도록 설계 하 다. 배선 길이를 이고, 노이즈의 향을 덜 

받게 하기 하여 모터 제어기는 링크에 장착되도록 설계하

다. 

Fig. 6은 다리 겸용 로 팔의 반 인 2차원 조립 설계도이

다. 역기구학 해석이 용이하도록 hip 부분의 3축이 한 에서 

일치 되도록 설계하 으며, 한  2~7이 하나의 일직선상

에 정렬 되도록 설계하 다. Fig. 7은 로  팔의 2차원 조립 설

계도이며, 좁은 공간의 제약 조건으로 Fig. 8과 같이 의 회

운동과 스크류의 병진운동을 이용하여 Gripper의 움직임을 

구 되도록 하 다. Fig. 9~12는 확 된 각 별 설계도로 

 하우징의 형태  부품 배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

의 최종 결과로서 2차원 개념 설계를 기반으로 Fig. 13과 같이 

다리 겸용 로  팔의 3차원 모델을 생성하 다.

Fig. 6 2D drawing of robot arm combined with leg (front)

Fig. 7 2D drawing of robot arm (top)

Fig. 8 Conceptual design of gripper motion



(a) (b)

Fig. 9 Joint structure (a) hip yaw joint-1, (b) hip roll joint-2

(a) (b)

Fig. 10 Joint structure (a) Shoulder pitch-3, (b) knee roll-4 

(a) (b)

Fig. 11 Joint structure (a)ankle roll-5, (b) ankle yaw-6

Fig. 12 Joint structure of Gripper-7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0m이내의 천해에서 운용될 다  해  로

 CR200의 다리 겸용 로  팔의 설계에 하여 기술하 다. 

개념 설계 과정에서 다리의 형상  의 기구학  구조를 

확립하 으며, 세부설계 과정에서 각  별 요구 토크와 구

동부의 부품을 선정하 다. 마지막으로 기계설계 과정에서는 

수  200m  내압용기의 두께 설계와 각 별 구동부의 구 

Fig. 13 3D model of robot arm combined with leg

조에 하여 2차원 설계를 수행하 으며, 추가 으로 3차원으

로 다리 겸용 로 팔의 모델을 생성하 다. 추후 다리 겸용 로

팔의 제작과정을 거쳐 내압성능 검증과 구동성능 실험을 진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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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다  복합이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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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급 천해용 다관절 해저 로봇의 전기전자 시스템의 설계

박진영․이경목․심형원․김방현․이판묵․전봉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Design of Electrical & Electronic System for 
a 200m-rated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Jin-Yeong Park, Gyeong-Mok Lee, Hyungwon Shim, Banghyun Kim, Pan-Mook Lee and Bong-Huan Jun
*Ocean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KORDI, Daejon, Korea

   
KEY WORDS: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다관절 해저 로봇, Electrical & Electronic System 전기전자 시스템, Sensor Interface 센
서 인터페이스, Crabstre Integrate Control System (CICS) Crabster 집적 제어 시스템

ABSTRACT: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has been developing a 200m depth rated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named CR200. This robot has six legs totally. Each leg has 4 degrees of freedom. Two legs which are installed on the front of the robot 

have manipulators. CR200's goal is to inspect sunken ships or underwater structures. Also CR200 is supposed to do underwater manipulator 
operation. In this paper, electrical & electronic system for CR200 is introduced. Sensor interface is also presented. CR200 is supplied 190VDC 
from the mother ship. This main power is converted to proper voltage and distributed to every devices, sensors, motors and motor drivers. We 

designed Crabster Integrate Control System (CICS) to interface various sensors including a single-beam scanning sonar, multi-beam acoustic 
camera and optic cameras to survey underwater environment.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 protocol are converted to Ethernet and connected 
to the mother ship through a fiber optic cable.

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200m급 천해용 다관절 복

합이동 해저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전봉환 외, 2010) 다관절 해

저로봇은 기존의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이나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강조류, 악시계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해저로봇은 다수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를 보행하고, 자세변화

를 통해 조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게(Crab)나 가재(Lobster)가 조류를 극복하는 자세와 운동에서  

도출됐으며, 이런 수중 절지동물과 그 행동 특성이 유사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로봇의 이름을 ‘Crabster'라고 명명하였

다. 현 연구단계에서는 200m급 천해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명을 Crabster200 줄여서 ’CR200‘으로 정하였다.

CR200은 공기 중 다관절 로봇과는 다르게 공기의 1000배에 

달하는 환경에서 유체와의 상대운동을 하게 되므로, 유체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체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수 과정이 되며, 공기 중 로봇기술과의 차별화되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수중에서 운동하는 다관절 링크에 작용하는 

유체저항 토크와 힘을 근사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했다. (Jun et al, 2011a), (Jun et al, 2011b) 또한, 조류와 지면 마

찰을 고려한 다관절 해저로봇의 이동성(Mobility)과 민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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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ity)에 대해 연구하였다. (Shim et al, 2011) 이 연구에서는 

지면 접촉점에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는 관절 토크 구속 방정

식을 유도하였다. CR200은 해저탐사를 위해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며, 저장된 비디오 파일은 압축하여 수상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비디오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됐다. 

(Kim et al, 2011)

본 논문에서는 CR200의 전기전자 시스템 설계에 대해 다루도

록 한다. 우선 전기전자 시스템 요구조건을 분석하고 요구사양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탐사를 위한 센서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한다.

2. CR200 전기전자 시스템 개요 

 2.1 CR200의 임무 정의 및 요구사양

 기존 연구를 통해 CR200의 임무를 정의하고 기능연구 분석을 

수행했다. (전봉환 외, 2010), (전봉환 외, 2011) CR200의 외형

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Fig. 1) CR200의 주요 임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해저 구조물이나 침몰선박의 

조사·관찰이며, 다른 하나는 천해역 해양과학 조사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 해저에 착저하여 다관절 다족으로 몸체의 자세를 조절하고 

보행하도록 하며, 일정 세기 이하의 조류에서는 밀려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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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200 - Conceptual design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악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음파 영상장비를 장착하고, 

CR200의 모든 정보를 선상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중작업을 하기 위한 로봇팔 2기를 장착하도록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유선형의 몸체에 좌우 대

칭으로 6개의 다관절 다족을 장착했다. 이 중 좌우 중간부와 

선미부에 장착되는 4개의 다리는 각각 4자유도를 가지며, 좌우 

전면부에 장착되는 2개의 다리에는 작업용 로봇팔이 장착되어 

각각 7개의 자유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양을 Table 1에 정리했다.

기본제원
(다리를 
접었을 때)

길이 2.2 m

폭 1 m

높이 1.3m

최중량 350 kg(적재하중 포함)

최대지상고 0.5 m 이상

다리수
보행다리 4 DOF 4개 

로봇팔겸용다리 7 DOF 2개

최대사양

최대보행속도 0.5 m/sec(1.8km/h)

최대작동수심 200 m

최대극복조속 2 knots

최대전력 소모량 20kW 이하

해상상태
극복능력

최대작업조건 Sea state 3

최대생존조건 Sea state 4

악시계 
탐지능력

전방스캐닝소나 탐지거리 100m 이상

실시간소나영상 탐지거리 10m 이상

제어방식 유선원격제어

전원공급방식 테더케이블

Table 1 Specification requirements of CR200 

 2.2 전기전자시스템의 구성

  2.1절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기전자 시스템을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Fig. 2에는 모선(the mother ship)과 Depressor, 

CR200간 전기전자 시스템의 블록선도를 나타낸다. CR200의 

전기전자 시스템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Network System: Depressor 및 모선 간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이다. 광통신 케이블을 이용한 Ethernet 통신이 적용됐

다. (Kim et al, 2011)

 ② Crabster Integrate Control System (CICS): 센서 및 센서 

인터페이스, 중앙처리장치 및 제어/통신의 관장하는 역할을 맡

는다. 선상으로부터의 제어명령을 다관절 모터 제어 모듈로 전

송하며, 다수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선상으로 전송한

다.

 ③ Power System: 선상으로부터 전원을 입력 받는 시스템이

다. 입력된 전원을 각 장비에 맞도록 변환시키고 적절히 분배

하도록 한다. 또한, 과전압, 과전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

회로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Network system을 제외하고 CICS(전자 시스템 

및 센서 인터페이스)와 Power System (전기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Mother Ship

Integrate Control Room

Operating 

Computers
Power Source(3)

Depressor

Depressor Integrate Control 

System

(DICS, 2)

Power 

System(3)
Network Systems

Crabster

Crabster Integrate Control 

System

(CICS, 1)

Power 

System(3)
Network Systems

Ethernet

Fiber-optic cable

DC 300V

Ethernet

Network Systems

Aux. Communication

(If necessary)

Fig. 2 Block diagram of the electric systems among the mother 

ship - Depressor - CR200

3. 전기 시스템 설계

CR200은 테더케이블을 이용하여 선상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으며, 최대 동작 심도가 200m인 천해용이므로 승압이나 고

주파로의 변환 없이 바로 모선에서 직류 전원을 이용하여 전

송 가능하다. 따라서, 선상으로부터 190VDC 전력을 공급받도

록 하였고, 선상으로부터 입력되는 전원으로부터 과전류와 과

전압을 방지하는 안전회로를 구성하며, 접지 이상 감지 장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과한 전원은 배전 및 전압 분배 장치

를 통해 CICS를 비롯한 각 종 센서와 모터 및 모터 드라이버

에 공급된다. 전기 시스템의 블록선도는 Fig. 3과 같다. 각 장

비 및 사용 전압, 소모 전력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를 토

대로 각 전압 별 DCDC변환기를 선정하였고, Table 3에 정리

하였다. CIC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Fig. 3 Tree Structure for Electr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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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Devices

5V, 40W

AHRS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Absolute Encoder

Incremental Encoder

Single-board computer

CAN Network Interface board

12V, 140W

Depth sensor

Fiber optic converter

Ethernet hub

Video encoder

Analog camera

Loadcell

24V, 1.2kW

Gyro-compass

Altimeter

Multi-beam acoustic camera

USBL

DVL

CTD sensor

Single-baem Scanning Sonar

Lights

48V, 260W
Network camera

Manipulators

190V, 16kW Motor & motor drivers

Table 2 Power consumption

Manufacturer Model Output Units

Vicor V300C5T50BL 5VDC, 50W 1ea

Vicor V300B12T250BL 12VDC, 250W 1ea

Vicor V300A24T500BL 24VDC, 500W 3ea

Vicor V300A48T400BL 48VDC, 400W 2ea

Table 3 DCDC converters

4. 전자 시스템 및 센서 인터페이스

CR200에는 다수의 모터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브

가 장착된다. 또한 자신의 위치 및 자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들과 외부환경 관측을 위한 임무(Mission) 센서가 설치된다. 

이러한 다축의 모터를 제어하고, 센서를 인터페이스하여 데이터

를 획득하기 위하여 Crabster Integrate Control System (CICS)을 

구성하였다. CICS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Network System 및 Ethernet 사용 장비와 Ethernet 통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센서와 인터페이스 되어 센서와의 통신을 수행하고,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Network System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

③ 다관절의 모터 제어 명령을 선상으로부터 넘겨받아 해당하

는 각 모터 드라이버로 전달하여 모터가 구동되도록 한다.

Fig. 4는 전자 시스템과 센서의 연결 구조를 수형도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선상과 CR200은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 Ethernet 

통신을 수행한다. Ethernet 통신은 Fiber Optic Converter를 통

해 공유기에 연결된다. 이 공유기에는 Ethernet을 사용하는 

Network Camera, Video encoder, Multi-beam Acoustic 

Camera등과 인터페이스 된다. Network Camera와 Video 

encoder에 관한 내용은 (Kim et al, 2011)을 참고하도록 한다. 

CR200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임무센서와 항법센서 등은 RS-232 

통신을 이용하는데, 이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하여 Serial Server

를 사용한다. Serial Server는 다수의 RS-232 통신 채널과 

Ethernet 통신을 위한 장비이다. 이 중 Analog IF Board는 

RS-232를 통해 명령을 받으면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 LED Light

의 밝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0~10V 사이의 아날로그 출력 

또는 PWM을 LED의 Power Module에 인가하여 밝기를 조절하

게 된다. Power On/Off Relay Board는 역시 RS-232로 명령을 



Fig. 4 CICS: Tree Structure of Electronic System and Sensor Interface

받아들여 각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인가하도록 한다. 이는 

육상에서의 테스트 또는 실험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중 장비는 공기 중에서는 발열이 심하므로 전원을 

꺼두어야 장비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

절 구동을 위한 모터 드라이버는 CAN 통신을 하는데, 이를 인

터페이스하기 위하여 CAN-TCP/IP Gateway를 설치했다. 이 장

비는 CAN통신과 Ethernet통신을 연계해 준다. 또한, 발 끝에 장

착된 Loadcell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Loadcell IF Board를 이용

했다. Loadcell IF Board는 Loadcell의 아날로그 출력을 입력 받

아 증폭하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여 CAN 통신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장비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의 전기전자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안된 시스템은 다축 모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해저환경을 탐사할 수 있는 센서를 구동하고 데이터를 획득하

며, 이를 선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관절 해저로봇 CR200이 조류가 있는 환경

에서 보행하며 이동하고, 자세 변화를 통해 조류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광학 카메라 및 초음파 카메라

를 이용한 해저 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관절 복

합이동 해저로봇(2)”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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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eep-sea AUV 심해 자율무인잠수정, Electrical Design 전자부 설계, Power System 전력시스템, Weight drop system 중량투하장치

ABSTRACT: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has developed AUVs(BORAM AUV, ISiMI AUV, ISiMI100 AUV) for 
Swallow Sea, and accumulated high technique and experimence. Since 2012, ISiMI6000 AUV has been designed to explorer a sea-floor topography and 
hydrothermal deposit at 6,000m depth. ISiMI6000’s hull is designed based on Myring shape to minimize of fluid resistance. It is designed to maintain 
neutral buoyancy. Its whole length is 4.5m, diameter is 0.6m and weight is 749kg. ISiMI6000’s maximum forward speed is 4kts and has over 1.5kts 
of rise/decent speed. It’s battery is selected based on 10 hours of pure explorer time for one diving. Inside of ISiMI6000 is composed a frame structure 
and two pressure-resistant containers for embedding power system and control system. The pressure-resistant containers are made of 
titanium-aluminum alloy and designed to endure up to 800bar. Frame structure is designed based of Open-frame method and made of aluminium. 
Mounted equipment is as follow - Main thruster, linear actuators for control pin, information measuring device(Side Scan Sonar, Altimeter, CTD, 
GPS and etc.), communication device(ATM, RF modem), position tracking device(DVL, AHRS, IMU), camera/light, weight drop system, radio 
beacon/xenon flash and etc. In this paper, design goals and requirements of ISiMI6000 is described and design results are presen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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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해양의 심해자원에 대한 개발과 그 필요성이 점차 

더 부각되면서, 이를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폭넓은 연구가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지난 15

년간 해양탐사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그간에 축

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탐사를 위한 자율무인잠수정

(AUV) 개발의 표준 전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조시험용 테스트베

드 이심이 AUV를 개발하였다(전봉환외, 2007). 그리고 이를 천

해역 탐사에 적용하기 위해 이심이 AUV의 기능을 확장시킨 수

심 100m급 이심이100 AUV를 개발하였다(전봉환외, 2009). 개발

된 이심이100 AUV는 수차례 실시된 천해역 시험에서 해저지형 

매핑 및 수질측정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고, 이를 통해 심해용 AUV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기술을 확보하

게 되었다. 이러한 핵심 제반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은  

2012년, 심해의 열수광상 탐사 및 해저지형 매핑 등 다양한 해

양과학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수심 6,000m급 이심이6000 AUV

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된 이심이6000 AUV(이

하 이심이6000)의 설계 목적 및 요구사양과 그에 따른 설계결과

를 제시한다.

2. 설계 개요 

2.1 기본 설계 개념

이심이6000은 유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린더 형태

의 유선형인 Myring 선형을 도입한다. 내부는 프레임 구조로 설

계하며, 전원을 내장하는 ‘Battery Housing’과 프로세서 내장하

는 ‘Control Housing‘은 압력용기를 사용하여 프레임에 고정한

다. 이심이6000의 전체 시스템은 추진력을 얻기 위한 주추진기

와 조향을 위한 방향타 및 구동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자율항법

을 구현하기 위한 계측장치(SSS, DVL, 고도소나, FLS, CTD, 

GPS 등), 통신장치(ATM, RF 모뎀 등), 위치추적 장치(USBL), 

항법장치(DVL, IMU)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영상획득을 위한 카

메라/라이트, 잠항/탐사/부상을 위한 중량투하장치 그리고 인

디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라디오비이콘/제논플래시 등을 장착하

여 심해 탐사 및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2 설계 요구 사양

위의 설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이심이6000의 크기는 전장 4.5m, 직경 0.6m 이내로 한다.

(2) 이심이6000의 최대 전진속도는 4kts, 상승/하강 속도는 

1.5kts 이상으로 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3) 이심이6000의 형태는 6,000m의 고압환경에서 작동되기 위

해 다수의 내압선체로 구성되는 Open-frame 형식을 취하며 프

레임은 경량화 및 내식성을 위한 알루미늄(6061-T6) 재질을 사

용하며 방식을 위한 양극산화(anodizing) 처리를 한다.

(4) 이심이6000은 6,000미터 심도의 해저면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과 자율항법을 위해 DVL과 IMU(AHRS) 등의 항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추진을 위해 1개의 전기모터식 추진기를 사용한다.

(6) 잠항/부상용 중량투하장치는 선수에 배치한다.

(7) 목표물 탐지와 장애물 회피를 구현하기 위한 멀티빔 소나

와 해저지형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측면주사소나를 장착한다.

(8) 이심이6000의 주요임무인 메탄하이드레이트의 분출 탐지

를 위한 임무센서(CTD)를 탑재한다. 

(9) 이심이6000은 관찰 및 촬영을 위해 광학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와 수중라이트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10) 이심이6000에 탑재되는 모든 전자장비는 1기압을 유지하

는 티타늄 또는 알루미늄 재의 내압선체에 탑재되어야 한다. 단 

배선을 위한 케이블링 및 결선단자와 변압기 등은 외압과 동압

인 유적식 정션박스에 탑재할 수 있다.

(11) 중량중심점은 인양점의 연직선 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중량투하장치의 중량체가 모두 장착된 경우, 음성부력으

로 선수부가 설계된 하강 각도를 유지하며 활강하도록 설계한다.

(13) 하강용 중량체가 투하된 경우, 중성부력 또는 미량의 양

성 부력 상태가 되어 일정 고도로 탐사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14) 모든 중량체가 투하된 경우, 선수부가 설계된 부상 각도

를 유지하며 부상하도록 설계한다.

(15) 모든 상태의 중량 관리는 부상 시 수평유지 부력장치를 

감안하여 관리한다.

(16) 이심이6000의 프레임 구조해석은 수중 상태가 아닌 인양고

리에 매달린 상태에서 동적하중을 감안하여 정적 안정성 해석을 

하고 안전계수는 2.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17) 내압용기의 구조해석은 최대심도의 내압 구조해석을 하며, 

안전계수는 1.25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3. 이심이6000 AUV 시스템

본 장에서는 설계된 이심이6000의 시스템에 대하여 기계부와 전

자부로 나누어 그 결과를 제시한다.

3.1 기계부

설계된 이심이6000의 기계부 주요사양은 Table 1과 같다.

Fig. 1 General Arrangement of ISiMI6000 AUV

항  목 사  양

선체 직경/길이 600mm / 4,500mm

공기 중 중량

/ 해수 중 중량
749kg / 중성부력

페이로드 약 20kg

추진-제어방식 
Vector thruster

or 1 thruster w/ control plane

선체구성 형태
Open frame non-pressure hull fairing 

Titanium pressure vessel

축전지 리튬폴리머, 110VDC, 43.8Wh

운용시간 10시간 내외의 순수 탐사 가능

최대운용속도 전진속도 4kts, 상승/하강 속도 1.5kts

안전계수 1.3

Table 1 Mechanical specification of ISiMI6000 AUV  

Fig. 1은 설계된 이심이6000에 탑재되는 장비의 일반배치를 

나타내며, 설계요구 조건에 따라 이심이6000에 탑재되는 주요장

비는 Table 2와 같다.

No. 탑재장비 No. 탑재장비 No. 탑재장비

1 주추진기 10
Side Scan 

Sonar
19 GPS

2
제어  

액추에이터
11 CTD 20 배터리

3 항법 컴퓨터 12 RF Modem 21 부력재

4 제어 컴퓨터 13 AHRS 22 Altimeter

5
DSP기반 

보조제어기
14 Camera System 23 Depth Sensor

6 IMU 15 LED Light 24 무선공유기

7 DVL 16 량투하장치 25 릴 이보드

8
USBL 

Transponder
17 라디오 비이콘 26 수센서

9 ATM 18 제논 쉬

Table 2 Loaded equipment of ISiMI6000 AUV

이심이6000에 탑재되는 장비는 무게 중심점이 선체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이는 발라스트를 맞추기 위해 사용

되는 부력재와 무게추의 양을 줄여 선체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프레임 구조는 AL-6061로 제작되며, 방식 성능을 위

한 희생양극이 부착되고, 탑재되는 센서와 제어 시스템 및 배터

리 내압용기가 장착된다. 프레임의 환형 늑골 구조와 상부에 길

이방향으로 배치되는 등뼈 구조는 진수/인양 시에 가해지는 집

중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심이

6000의 선각은 600bar의 외압에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비내압 

구조로 ABS 수지로 제작되어 유체역학적 저항을 줄이면서 내부 

장비를 보호한다. 이 비내압 선각과 프레임 구조 및 내부 장비들의 

사이에 블록 형태의 부력재를 설치하여 부족한 부력을 확보함으로

써 이심이6000이 수중에서 양성부력을 갖게 된다.

Fig. 2는 이심이6000의 선수부를 나타낸다. 선수부에는 선체가 

전진하며 유입되는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계측하기 위한  

CTD sensor, Methane sensor, Turbidity sensor, DO sensor가 



          <Right Face>                  <Left Face>

Fig. 2 Arrangement of a Head Section

  

장착된다. 또한 고도를 측정하기 위한 고도계와 영상촬영을 위

한 수중광학카메라가 장착된다. 그리고 이심이6000이 자체부력 

조절을 통한 잠항과 부상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중량투하장치

(Weight drop system)가 장착된다.

Fig. 3은 이심이6000이 진수된 후 자체 부력조절을 통하여 잠항/

탐사/부상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량투하장치이다. 이심이

6000의 최대 임무 수심인 6,000m까지 추진기를 사용하여 잠항/부

상하는 것은 제한된 배터리 용량에 적합치 않으며, 이를 위해 중량

체를 사용해 자체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중량투하장치를 설계하였

다. 이심이6000 초기 진수 시, 중량투하장치에 25kg의 중량체 2개를 

장착하여 이심이6000은 음성부력으로 임무수심까지 잠항한다. 임무

수심에 도달하면 2개의 중량체 중 하나를 투하시켜 중성부력을 유

지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종료 후 나머지 하나의 중량체를 투

하하여 이심이6000이 양성부력으로 부상하도록 설계하였다. 중량체

는 전자석에 전원이 인가되면 앞단에 있는 자석을 밀어 중량체에 

고정되어 있는 핀이 빠져 중량체가 이격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Fig. 3 Weight Dr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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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rangement of a Middle Section  

Fig. 4는 이심이6000의 선체중심부를 나타내며, 선체중심부에는 

주요 센서와 Battery Housing 및 Control Housing이 위치한다. 장

착되는 장비는 ATM, DVL, USBL Head, Xenon Flash Housing, 

USBL Housing, RF Beacon Housing, Control Housing, SSS, GPS 

Antenna, Xenon Flash Head, RF Beacon Head, Battery Housing이 

장착된다. 

Fig. 5는 이심이6000의 선미부를 나타낸다. 선미부에 장착된 장비

는 추진을 위한 Thruster, 조향을 위한 Control Pin, Control Pin의 

각도를 조절할 Linear Actuator, 그리고 수심을 측정하기 위한

Depth Meter가 배치된다. Control Pin은 ±20°의 구동각을 가지며, 3

개의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구동된다. 수평타는 하나의 액추에이터로 

구동되고, 수직타는 각각 하나의 액추에이터로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Fig. 5 Arrangement of a Tail Section 

  

 

Table 2는 이심이6000의 각 파트별 부력을 나타내며, 중량투하장치

에 장착되는 중량체를 제외하고, 해수중에서 총 61.525kg의 양성부력

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tem 체적(mm3)
중량(kgf)
(in air)

부력(kgf)
중량(kgf)
(in water)

Head Section 48861855.393 48.740 49.872 -1.143 

Front Hull 133529583.146  143.669 142.566 1.103 

Battery Housing 243233470.323  293.257 286.683 6.574 

Control Housing 238127368.696  208.819 259.674 -52.446 

추진부 65224235.058  54.776 70.389 -15.613 

Total 728976512.616 749.262 809.185 -61.525 

Table 2 Buoyancy of ISiMI6000 AUV

3.2 전자부

이심이6000의 전자부는 시스템 전원부, 상태감시 및 비상시스템, 주

제어컴퓨터 I/O 인터페이스, 및 커넥터 및 배선에 대한 설계가 포함

된다. 각 분야의 상세 설계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전원설계를 위한 각 장치들의 전력소모량을 분석하였다. 각종 

센서 및 구동기에 인가되는 전력은 Fig. 6과 같다. 이심이6000에 사용

되는 전자장비의 전원은 5/12/15/-15/24/110[V]로 구성되며, 주추진

기는 110[v]의 전원을 사용한다. 이를 인가전압에 따라 정리하여 1.5배

의 여유 허용률을 적용한 전력소모량을 계산하면 Table 4와 같다.    



설계분야 세부 설계 사항

전원설계

- 배터리

- 전원소모량 추정

- 전원변환장치

- 전원분배

주제어컴퓨터 I/O 
인터페이스 설계

- 시리얼 통신 I/O 인터페이스

- 디지털 I/O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I/O 인터페이스

상태감시 

및 비상시스템 설계

- 중량투하 회로 및 장치

- 누수감지 회로

- CPU감시 회로

- 온도감시 회로

- 전원․전압감시 회로

커넥터

및 배선설계

- 커넥터 선정

- 배선 설계

Table 3 Design of electronic part for ISiMI6000 AUV

이로부터 최고 1.891kWh의 전력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

준으로 이심이6000이 3kts의 속도로 10시간의 순수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용량을 산정하였다. 배터리의 단위셀 및 전체 배터리의 

성능은 Table 5와 같다. 배터리 단위셀 당 전압은 3.65V이며 총 30셀

을 직결하여 109.5V, 4.38kWh의 출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주제어 컴퓨터는 각 센서들의 데이터처리와 항법 알고리즘의 연산

을 수행한다. 그리고 하위제어기로 8bit Microcontroller를 장착하여 누

수감지 회로, CPU 감시 회로, 온도감시 회로 및 전원 전압감시 회로 

등 이심이6000의 각종 상태를 감시하여 유사시 비상기능을 작동시키

도록 설계되었다.

Fig. 6 Permission power for total system

입력전압[V] 소비전력[W] Tolerance Rate 소비전력[W]

110 1,000 1 1,000

24 479 1.5 718.5

15 11 1.5 16.5

-15 2 1.5 3

12 40 1.5 60

5 62 1.5 93

총 소비전력 1,891

Table 4 Power consumption of ISiMI6000 AUV

ITEM ePLB C020 1Cell ePLB C020 30Cell

Nominal Voltage 3.65V 109.5V

Nominal Capacity 20Ah 40Ah(4.38KWh)

Operating Voltage 4.15V~3.0V 124.5V~90V

Table 5 Specification of battery uni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탐사를 위한 6,000m급 이심이6000 설

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설계개념과 요구조건을 기술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심의6000의 시스템에 대하여 

기계부와 전자부로 나누어 그 결과를 보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될 이심이6000은 내압시험과 전자장비 환경시험을 

거쳐 수조에서 기본 기능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동해 및 

태평양에서 실해역 시운전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게 될 것

이다.

후    기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과제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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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무인잠수정 운용사례 분석을 통한 해미래의 운용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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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operating methods of the ROVs( Remotely Operated Vehicle ) and conduct a study on how to 
apply these methods to our self-developed 6,000 meter class ROV HEMIRE. The used data in this paper were collected from the expedition of 

JASON ROV of USA to retrieve a junction box installed on seabed 5,000 meter between Hawaii and California for maintenance during June  
20th ~ July 11th 2004 and ROPOS ROV of Canada to explore the hydrothermal deposit located Tonga, southpacific, on January 12th ~ 
February 1st  2012. Through the analysis, we could arrange the applicable skills with HEMIRE system and strategy to carry out as an 

independent mode by itself.

1. 서    론  

해양자원개발, 심해저자원 연구, 심해유전자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탐사에 심해무인잠수정의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심해탐사를 위하여 여러 나라가 끊임없이 도전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를 일부분 얻었다. 심해무인잠수정은 심해탐사와 심해환경 

조사를 위하여 심해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어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필수적인 해양과학탐사 장비이다(이판묵등 2007).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2001년 5월부터 1단계로 6년간 차세대 심해용 무인

잠수정 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6,000미터급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ROV)를 개발하였다. 이후 2단계 연구사업을 

3년간에 걸쳐 해미래 시스템의 기능고도화와 활용연구를 수행

하였다. 기능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심해무인잠수정의 운용·탐사

기술은 크게 향상됐으며, 2009년 6월과 11월에는 포항 동방 

70km 해저의 메탄가스 분출해역에서 심해저 탐사를 수행한 바 

있다. 2010년 5월부터 해미래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미

래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운용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판묵등 2010). 

세계에서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심해과학탐사용 ROV는  

캐나다 CSSF(Canadian Scientific Submersible Facility)사의 

ROPOS(Remotely Operated Platform for Ocean 

교신저자 백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

 042-866-3822  hbaek@kordi.re.kr

Science)(Shepard 1977), 미국 WHOI(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의 JASON, MBARI의  Ventana (Robison 1992), 일

본 JAMSTEC(Japa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의 

KAIKO(Toshinobu 1999)등이 있으며 대부분 해저 면에서 정밀

위치 기반을 둔 심해과학탐사용 ROV이므로 지원 모선은 

DP(Dynamic Position)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전체 

ROV 탐사 운용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본 논문의 2장의 ROV 사양 비교에서는 ROV의 분류

(Classification)를 먼저 소개하고, 두 개의 수중로봇으로 운용하

는 대표적인 예로 해미래 ROV 시스템과 JASON ROV 시스템

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였고, 한 개의 수중로봇으로 운용하는 

ROPOS ROV 시스템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2004년도 6~7월동안 해저 관측기지용 정션박스 H2O(Hawaii-2 

Observatory)의 회수작업을 수행한 우즈홀의 JASON ROV와 

2012년 2월 통가지역에서 열수광상을 탐사한 ROPOS ROV의 

탐사 참관을 통해 획득한 자료로 두 시스템의 운용 모드를 기술

하였다. 4장의 운용기법 고찰에서는 JASON ROV와 ROPOS 

ROV 시스템의 운용 장단점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5장의 결론 

및 향후전략에서는 본 논문에서 비교한 두 운용 기법을 해미래

에 적용하기 위한 향후 전략을 기술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ROV 사양 비교

2.1 ROV의 분류

Class Feature Typical Example

ClassⅠ Pure Observation
Mini Rover,

DOE Phantom

ClassⅡ
Observation with 
Payload Option

Hyball,
Seadyd Tiger

ClassⅢ Workclass Systems
Super Scorpio,

Pioneer

ClassⅣ
Towed or Bottom 
Crawling Vehicles

Crawling Cable 
Burial ROV

ClassⅤ
Prototype or 

Development Vehicles
Portotype and 

Development ROVs

Table 1 Classifications of ROV

 

수중을 탐사하는 로봇들의 분류는 IMCA(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에서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

다(KeithMcGregor). Class Ⅰ, Ⅱ급 ROV는 DC 혹은 AC 모터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광학 장비로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수중로봇

이며, Class Ⅱ는 Class 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추가센서 

혹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ROV를 말한다. Class Ⅲ급은 

100HP 이상의 유압추진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작업 장

비를 이송시킬 수 있고, 심해와 강조류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ROV Class로 주로 석유생산기지와 과학탐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Class Ⅳ급은 해저 통신케이블 매설공사에 이용하는 산업

용 ROV이다. 이러한 ROV는 주로 추진기 없이 지원 모선이 예

인하며 케이블을 매설하는 땅을 파고 묻어주는 수중로봇이며, 

Class Ⅴ급 ROV는 Class Ⅰ~Ⅳ에서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

의 ROV를 말한다.

위의 분류에서 소개된 ROV는 수중에서 수상선에 설치된 선

상제어실, 전원공급 실로부터 연결된 케이블로 전원과 통신을 

공급받는다. Fig. 1에서는 전형적인 Class Ⅱ급 ROV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수상선과 중계기(Launcher)를 연결하는 케이블

을 1차 케이블(Umbilical Cable)이라고 하며, 이 케이블의 외피

는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장력이 아주 우수하

다. 중계기와 ROV 사이에는 2차 케이블(Tether Cable)이라고 하

며, 중계기와 ROV 사이에서 전원과 통신을 공급하는 유연한 재

질로 제작되어있다(전봉환등 2004). 1차 케이블을 선상에서 저장

하는 윈치 시스템, 중계기를 선상에서 바다로 진수하고 인양하

는 A-Frame 그리고, A-Frame에 설치되어 윈치시스템에서 나온 

1차 케이블을 중력 방향으로 연결시켜주는 도르래(Sheave)가 

ROV 운용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Fig. 1 Typical Class II System

Sensors
Maker / 

Model
Specifications

Altimeter
Tritech /

PA500
Freq. : 500kHz
Range : 50m

IMU
Ixsea /

Octans 6000
Resolution : 0.01deg

CTD
Seabird /

SBE49

Temperature : 1e-4C
Conductivity : 5e-5S/m

Resolution : 0.14m

USBL
Ixsea /
ET861S

Posidonia 6000
Type : MFSK

Freq. : 7.5~18kHz

DVL
RDI /

WHN1200
Freq. : 1200kHz

Forward 
Looking sonar
Profiling sonar

MS 1000
"

Freq.:675kHz
"

Cameras
Kongsberg/

OE14-121

3CCD Camera, Digital 
Still Camera, SIT, Two 
color cameras, Three 

mono cameras 

Table 2 Sensors for ROV Hemire

2.2 해미래 주요 사양

해미래 ROV 시스템은 Class Ⅲ급 과학탐사용 ROV이다. 지원

모선의 데크(Deck)에 선상제어실과 전원공급 실을 배치하고 

ROV 진수·인양용 크레인과 윈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미래

(ROV)와 해누비(Launcher)를 운용한다. 해미래는 6개의 추진기

를 이용하여 수직 상하방향, 전후방향, 좌우방향, 회전의 4자유

도 방향으로 운동을 제어할 수 있고, 해누비는 두 개의 횡방향 

추진기를 장착하여 지원 모선으로부터 연결된 1차 케이블의 꼬

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해미래의 설계운항 속도는 

전후방향 1.5knots, 나머지 3자유도 방향의 운동은 최대 

1.0knots이다. 해미래에 탑재된 주요센서의 사양을 Table 2에서 

정리하였으며, 사양에 나타낸 주요 장비의 배치는 Fig. 2에서 도

시하고 있다. 항법에 관련된 센서는 고도계(Altimeter), 자세센서

(IMU), 수중위치추적(USBL), 대지속도센서(DVL)이고, 미션수행

을 위한 센서로는 MS-1000, Methane Sensor, CTD, Camera & 

Lights등이 있다(백혁 등, 2008).

해미래 시스템의 개발 초기에는 온누리호를 지원 모선으로 동

해 1,450미터 수심과 필리핀 인근 해역의 5,880미터 수심 해역에



Fig. 2 Hemire system configuration

Fig. 3 Hemire configuration on the Onnuri Reserach Vessel

서 운용성능을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해미래 시스템을 DP급 연

구선과 연동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쇄빙연구선 아

라온호를 지원 모선으로 운용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2010년 4월 00함 격침 사태가 발생하였던 당시에는 군함

을 지원 모선으로 약 1개월간 사건 해역에서 총 7회에 걸쳐 파

편수색 작업을 수행하였다. 온누리호에서의 해미래 시스템 배치

를 Fig. 3에서 나타내고 있다. 온누리호는 종합해양 연구선으로 

길이 63.8m, 너비 12m, 무게 1,422톤, 속도 14.5knots의 제원을 

가진다. 온누리호는 해미래 전용 크레인을 선적할 수 있고, 해미

래 전용 트렉션 윈치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선 이다. 하지만 DP

기능의 부재로 지원 모선의 선수각과 위치를 고정하지 못하므로 

심해와 해상상태 악화 시에는 해미래 ROV의 탐사 한계를 보여 

왔다.

2.2 JASON 주요 사양

JASON ROV는 Class Ⅲ급 ROV이다. ROV 운용 최대심도는 

6,500m로 수중에는 JASON ROV와 중계기인 MEDEA가 투입

Sensors
Maker / 

Model
Specifications

Altimeter
300 kHz Benthos, 30 m 
range, 2 degree beam

IMU
IXSEA/ 

Attitude and 
Heading

Fiber optic north-seeking gyro

LBL Freq.: 7-12kHz

DVL RDI Freq.: 300 kHz 

Forward 
sonar

Imagenex 
855

Scanning sonar with forward 
imaging or profiling head.

Simrad SM2000

Cameras

8 video 
channels, 
generally 

configured

One 3-chip color camera
Two 1-chip color cameras
Three utility color cameras

Basket, Aft-looking One 
digital still camera

Table 2 Sensors for ROV JASON

Fig. 3 JASON Systems installation on the REVELLE R/V 

 

된다. 수상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장비는 Control van, Tool van, 

Spare van, Crane Oil Charger & Oil drum이 있으며, Fig. 3에

서 R/V REVELLE호에 배치된 ROV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R/V REVELLE호는 길이 84m, 너비 16m, 무게 3,180톤, 속도 

12knots의 제원을 가지며, Kongsberg사의 DP시스템을 장착하

고 있다. JASON ROV는 총 6개의 DC 전압 추진기를 운용하여 

수중에서 수직 상하방향, 전후방향, 횡방향 이동과 회전운동을 

할 수 있으며, 수직 상하방향 1.0knots, 전후방향 1.5knot, 좌우

방향 0.5knots로 운항이 가능하다. MEDEA는 두 개의 횡방향 

추진기를 이용하여 1차 케이블의 꼬임을 풀거나 단독모드 운용 

시 선수 각을 제어할 수 있으며, 지원모선의 수직운동이 JASON

에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 역활을 한다. JASON에 탑재된 주요 

센서사양은 Table 2에서 정리하였다. ROV의 항법에 관련된 센

서는 고도계(Altimeter), 자세센서(IMU), 수중위치추적(LBL), 대

지속도센서(DVL)이고, 미션수행을 위한 센서로는 Imagenex 

855, Camera & Lights 등이 있다. 



2.3 ROPOS 주요 사양

ROPOS(Remotely Operated Platform for Ocean Science) 

ROV는 Class Ⅲ급 ROV이며, 해미래와 JASON과는 달리 수중

에는 ROV만 단독으로 운용한다. 수상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장

비는 Control room, Tool van, Spare Van, Power Van, Winch 

system이 있으며, Fig. 4에서 R/V Sonne에 배치한 ROPOS 

System을 도시하고 있다. ROPOS ROV 시스템은 1,000m, 

3,000m, 5,000m 운용 수심에 따라서 ROV의 부력재, 

Fig. 4 ROPOS Systems installation on the R/V Sonne 

Sensors
Maker / 

Model
Specifications

Altimeter Kongsberg Simrad 1007 - Freq.: 200KHz

IMU
IXSEA 

Octans III

0.1 deg secant latitude 
accuracy

with 0.01 deg resolution

USBL
IXSEA 
GAPS

4,000 m range, accuracy 0.2% 
of the slant range. 
200 deg coverage

20 to 30 kHz MFSK CHIRP 
modulation technique

DVL RDI  Freq.:1200KHz 

Forward 
sonar

Simrad 
MS1071 

675KHz digital sonar

Cameras

8 SD video 
and 2 

HD-SDI 
fibre

channels 
available

Primary HD Camera: Insite 
Pacific Zeus-Plus High 

Definition Video Camera. 
Pilot Camera: WATEC Wide 

angle low light camera.
Secondary HD Camera: Insite 

Pacific Mini-Zeus High 
Definition Video Camera.
Digital Still Camera: 12.1 

megapixel Nikon D700 digital 
still camera. Lens: 14-24mm 

AFS f2.8. High
ISO, low-light.

Auxiliary Cameras: Orion 
Zoom SD Composite.

Table 3 Sensors for ROPOS ROV

센서, 카메라, 윈치 케이블을 교체 설치·운용하며, 현재는 주로 

3,000m 운용 모드를 사용한다. Fig. 4에서 소개한 R/V Sonne호

는 독일의 종합해양 연구선으로 길이 97.6m, 너비 14.2m, 무게 

4,952톤, 속도 12.5knots의 제원을 가지며, Kongsberg사의 DP시

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ROPOS ROV는 40마력(HP) 유압추진기

가 총 6개로 수직방향, 전후방향,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직 상하방향 1.5knots, 전후방향 1.0knots, 좌우방향  1.0knots 

속도로 제어 할 수 있다. 한 개의 수중로봇만 운용하므로 1차 케

이블에 의한 지원 모선의 운동을 분리하기 위해 1차 케이블에 

부력 부의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이 부력 부의가 설치된 구간은 

양성 부력을 가지므로 수중에서 JASON ROV의 중계기와 같은 

역활을 수행한다. ROPOS의 운용에 사용하는 주요 센서의 사양

을 Table 3에서 나타내고 있다. ROV의 항법에 관련된 센서는 

고도계, 자세센서, 수중위치추적(GAPS), 대지 속도 센서이고, 미

션수행을 위한 센서로는 Simrad MS1071을 이용하며, 광학 장비

는 HD 급 Camera와 & HMI, LED Lights를 사용한다.

3. ROV 운용모드 비교

3.1 JASON 운용 모드

JASON ROV 시스템 운용은 Fig. 5에서와 같이 한 개의 지원

모선과 두 개의 수중로봇으로 설명할 수 있다. DP 기능을 보유

하고 있는 지원모선이 해저탐색 목표 지점을 향해 서서히 전진

Fig. 5 Operating methodes of JASON Ⅱ ROV

하는 동안 후갑판의 Crane를 이용하여  JASON ROV를 수중으

로 진수한다. 진수와 동시에 ROV는 전진하는 지원모선에 의해 

선미로 위치이동하게 되며, 선미로 이동하는 동안 A-Frame을 

이용하여 MEDEA를 진수준비 한다. ROV가 선미에 배치되면 

이어서 MEDEA를 진수한다. 두 개의 수중로봇을 진수한 상태에

서는 수면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지원모선, MEDEA, ROV가 ‘1’

자로 줄을 선 모양으로 배치되며, 이 상태를 진수완료 상태로 

본다. 진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최고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두 

수중로봇이 수평을 이루며 하강한다. 해저의 목표 지점에서 

ROV는 Fig. 5와 같이 MEDEA 하부로 내려가 탐사를 수행한다. 

탐사를 수행할 시에는 DP 모드가 ROV를 지원하도록 설정하여 

ROV가 이동한 방향과 거리만큼 지원모선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인양은 진수의 역순으로 이뤄지며, 해저에서 두 수중로봇

이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수면까지 상승한다. 수면에 부상한 

MEDEA는 A-Frame를 이용하여 지원모선의 데크(Deck)에 인양

되고, ROV는 2차 케이블에 붙어있던 인양로프를 Crane의 로프

와 연결하여 ROV를 데크로 인양한다. Table 4에서는 ROV 운용 

중에 배치되는 운용자들의 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선상에 진수·



Time Positions Tasks

Launching
&

Recovery

Expedition 
leader

Supervising Launch & 
Recovery

Pilot
Operating ROV(1) & Crane(1),

Deck work

Electrical 
Engineer

Deck Work

Navigator
/Data

Deck Work

Operator : 10persons

Operating

Pilot
Operating ROV
& Manipulators

Engineer Operating Launcher Winch

Navigator
ROV(with Launcher) 

Navigation & Position 
Monitering

Data loger Event Log, Recording Data

9 pilots/engineers for 24hr + Data logger

Table 4 Operator positions in operating JASON Ⅱ

Fig. 6 Operating methodes of ROPOS ROV 

인양 작업 시에는 10명 전원이 각자의 배정받은 위치에서 임무

를 수행하며, 탐사 시에는 3명씩 3교대로 24시간 탐사에 투입된

다. JASON의 운용을 요구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요구에 맞추

어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여 탐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탐사 

시마다 달라지는 과학자들의 요구사항을 긴 항해시간을 이용하

여 준비하여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있다.  

3.2 ROPOS 운용 모드

ROPOS ROV 시스템 운용은 Fig. 6과 같이 한 개의 지원모선

과 한 개의 수중로봇으로 설명할 수 있다. ROPOS ROV의 진수·

인양은 해저탐색 목표가 있는 수면 위치에서 지원모선이 정선한 

후 진행한다. A-Frame을 이용하여 ROV를 진수하면 ROV는 수

직 추진기를 이용하여 잠항한다. 이때의 심도는 1차 케이블 윈

치 운용으로 결정하게 되며 수면에서 5미터 잠항 후에 매 3~5미

터 간격으로 윈치를 정지하여 부력 부의를 설치한다. 총 22개의 

부력 부의를 1차 케이블에 설치하면 ROV의 심도는 약 

70~100m에 도달한다. 이후 해저 면의 목표지점까지 ROV는 하

Time Positions Tasks

Launching
&

Recovery

Supervisor
Supervising Launch & 

Recovery

Pilot Operating ROV

Copilot Operating Winch

Navigator Deck work

Operator : 8persons

Operating

Supervisor
Supervising ROV systems

(ROV & Vessel)

Pilot Operating ROV

Copilot
Operating Manipulators,

Supporting Pilot

Navigator
ROV Navigation & Position 

Monitering

8 pilot/engineers for 24hr 

Table 5 Operator positions in operating ROPOS

강하고, 목표 심도에 이르면 ROV를 정지하고, 케이블의 부력 

부의를 설치한 길이만큼 1차 케이블을 풀어준다. 이 상태가 탐

사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ROV의 운용 반경은 심도의 20%범

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m 심도

에서 탐사를 수행한다면, Payout 20%의 범위인 반지름 200m 이

내의 ROV는 수평이동 시에 1차 케이블에 의한 제어 영향은 없

다. 반대로 수상의 지원모선의 관점에서는 ROV와 지원모선이 

같은 평면상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ROV 위치에서 직경 

200m 이내에 위치하면 ROV 탐사가 가능하다. ROPOS의 탐사 

방식은 ROV의 지원모선에 DP기능이 없어도 수중 탐사(Survey)

가 가능하며, DP기능이 없는 지원모선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이고, 운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Table 5에서는 ROV 

운용 중에 배치되는 운용자들의 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진수·인

양 시에는 총 8명의 운용자들이 전원 투입되어 작업하며, 탐사

가 시작되면, 4명씩 2교대로 24시간 탐사를 수행한다. ROPOS의 

운용자들도 JASON 운용자들처럼 과학자들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긴 항해시간을 이용하여 

준비하여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있다.

4. 운용 기법 분석

4.1 ROV와 중계기의 운용

두 개의 수중 로봇을 수중에서 운용하는 JASON ROV 탐사 

기법은 한 개의 수중 로봇을 수중에서 운용하는 ROPOS ROV 

탐사 기법보다 크게 세 가지 장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므로 탐사 효율이 높다. 

ROV에는 장착장비가 많아질수록 추가 부력재 설치가 필요하므

로 시스템이 전체가 커지게 된다. 하지만 중계기는 윈치케이블

의 인장강도 내에서 탐사 장비와 지원 장비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계기 단독모드 운용으로 초음파 센서를 이용

한 해저면 이미지스캔, 광학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촬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강조류 환경에서 단독 모드에 비하여 강인하다. 중계기

는 공기 중에서 1톤 이상으로 수중에서의 중심추 역할을 한다. 

이 중심추에 수평으로 연결된 ROV는 양성부력이지만, 중계기

의 무게를 이용하여 강조류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수심

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로 수중에서 운용하는 ROV의 상태를 중계기에서 관찰할 

수 있다. ROV가 해저 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계기 아래로 

하강하게 되고, 중계기에서는 저조도의 카메라와 녹색광인 HID

라이트 채용으로 해저 면에서 운용하는 ROV를 영상으로 관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ROV의 수중 위치 정밀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중계기에서 USBL 센서

를 운용하여 해저 면에서 운용하는 ROV의 정밀 상대위치를 측

정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Brian Bingham 등, 2006).

4.2 ROV 단독 운용

ROPOS ROV는 ROV를 단독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아래

의 세 가지 장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차 케이블에 부력재를 장착

하여 운용하는 기법은 수심의 약 20% 반경으로 ROV를 자유롭

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DP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연구선을 지

원모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JASON과 해미래 

시스템은 지원 모선에 DP 기능이 없으면, 바람 혹은 수면조류

에 의해서 지원모선이 이동한 거리만큼 중계기의 위치가 이동되

며 이동한 거리가 중계기와 연결된 2차 케이블 길이를 초과할 

경우 ROV가 2차 케이블에 의해서 제어력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중계기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운용중 ROV 2차 케이블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중계기를 함께 운용할 때에는 지원 모선

이 전진하는 중에 진수와 인양하여야 하며, 탐사지역의 수심으

로 하강할 때에도 지원 모선은 전진하여야 중계기와 2차 케이블

이 꼬이지 않는다. 1차 케이블은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한쪽방

향으로 회전하며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케이블은 원통 형태인 

윈치에 감겼다가 풀릴 때 회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 회전을 풀

기 위해서는 ROV는 중계기의 회전방향으로 중계기 아래에서 

동일한 수로 회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

원모선은 탐사위치에서 먼 거리에서 진수하고  목표수심까지 지

속적으로 전진하여야 하며, 목표수심에 도달 후 1차 케이블의 

꼬임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불편함이 있다. 1차 케이블 관리

의 실패는 중계기와 ROV를 연결하는 2차 케이블의 과도한 꼬

임으로 나타나며, 이 상태에서는 탐사가 지연되거나 전체 시스

템을 회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다. 첫 번째 설명한 DP 기능 없

이 ROV 탐사가 가능하므로 소형 지원모선이 가능하고 지원모

선의 대여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두 번째 설명한 1차 케이블의 

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지점 보다 먼 거리에서 진수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전진해야하는 반면, 목표지점 바로 위에서 

진수와 인양을 하는 방법으로 전체 탐사 운용 시간과 지원모선

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전략   

해미래 시스템은 초기 설계제작 단계에서 지원 모선인 온누리

호를 이용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검토하였으며, 동해와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그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 특히 동해와 태평양

은 심해지역으로 지원모선의 DP 기능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온누리호에 DP 기능이 없어 ROV의 제어력이 상실되는 등 정밀 

탐사에 한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소개한 ROPOS 

ROV의 운용 기법을 해미래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온누리호에

서도 ROV를 이용한 심해 정밀탐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ROV의 분류와 해미래 ROV, JASON ROV 

, ROPOS ROV 시스템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JASON ROV와 ROPOS ROV의 탐사 참관을 통해 획득한 자료

로 두 시스템의 운용 모드를 기술하였다. 4장의 운용기법 고찰

에서는 JASON ROV와 ROPOS ROV 시스템의 운용 장단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의 해미래 시스템에서 4장에서 기술한 두 운용기법의 장

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면, DP가 없는 온누리호에서 

해저면 정밀 탐사가 가능할 것이고, 두 개의 광케이블 여분을 

확보할 수 있어 HD 카메라 추가 장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

고 고가의 DP 선박 없이도 해미래 시스템의 해저면 정밀 탐사

가 가능함으로서 운용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검토한 해미래 단독 모드를 운

용하기 위해 필요한 1차 케이블 터미네이션 연결부의 짐블

(Gimbal)설계, 케이블 부력재 운용 설계, 단독모드 진수 인양 프

로세서를 설계하고, 해미래 전용 케이블 윈치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온누리호를 이용한 해미래 단독 운용모드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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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walking robot 해저보행로봇,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design result and stability analysis result of underwater walking robot CR200. To perform 
underwater working in current and low visibility environment, the CR200 is designed as six-legged underwater walking robot with acoustic 

imaging system. The shape of body is streamlined in the consideration of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The stability criteria of underwater robot 
is presented to analyze the tumble stability of CR200. The stability criteria is defined as the minimum potential energy by considering the 
hydrodynamic forces to the normalized energy stability margin. The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the robot in current is estimated by the 

numerical simulation using ANSYS-CFX. The tumble stability of CR200 is analyzed in the presented stability criteria and estimated 
hydrodynamic forces.

1. 서    론 

해류가 존재하고 시계가 불량한 해저환경에서, 현존하는 무인

잠수정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해저 관측과 수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중보행로봇 크랩스터의 개념이 소개되었다(전봉환 등, 

2010). 이에 따라 200m까지의 수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천해용 

해저보행 로봇이 설계되었다.

크랩스터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하나는 외력에 의

해 로봇이 전복되지 않도록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이다(Jun et 

al., 2011). 해류가 존재하는 천해 환경에서는 몸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이 해저로봇의 주된 외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

한 입사각도에 대해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조류력을 추정하기 위

해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천해용 해저로봇 CR200의 안

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육상의 보행로봇의 안정성 기준(Lin and 

Song, 1993, Hirose et al., 2001, Garcia and Santos, 2005)에 유

체력을 고려하였다. 조류환경에서 CR200의 안정성은 동안정성

여유(DSM) 기준에 추정된 조류력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천해용 해저로봇 CR200의 기본설계 결과와 조

류환경을 가정하여 수행된 안정성 해석결과를 제시한다.

교신저자 전봉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042-866-3812  bhjeon@kordi.re.kr

2. CR200의 설계

2.1 운용개념 및 시스템 구성

해저로봇 CR200은 해저면에서 정밀한 관측과 로봇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6족 해저 보행로봇으로 설계되었다.  CR200

의 주된 목적이 조류가 존재하는 천해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므

로, 본 연구의 촛점은 조류환경에서 해저로봇의 안정성을 추정

하는 것이다. CR200이 조류를 극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기본적으로 CR200의 안정성은 해저면과 로봇 발끝 사이의 

기계적인 접촉으로 확보된다. 해저로봇은 항상 세 다리 이

상을 지면과 접촉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해저로봇은 몸체의 방향과 종동요각을 조절하여 안정성을 

개선한다. 몸체의 방향은 조류의 방향으로 향하고, 종동요

각은 유체저항력을 저감하고 양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어한다.

③ 해저로봇은 발끝과 지면의 접촉점을 선택하여 안정성을 개

선시킨다. 로봇의 안정성은 각 발끝의 접지력으로부터 추

정한다.

④ 해저로봇은 해류가 있고 시계가 불량한 환경에서 안정된 

자세와 위치유지 기능을 바탕으로 깨끗한 초음파 영상을 

얻는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Appearance of CR200

Fig. 2 Dimension of CR200

Fig. 3 General arrangement of CR200

Items Sub items Specifications

Dimension Length of body 2.42m

Width in stow posture
(see Fig. 1)

2.45m

Height of body 1.16m

Max. height of robot 1.8m

Max.   weight 300kg
(including payload)

Number of 
legs

Dedicated walking legs 4 legs with 4 DOF

Legs   with 
manipulator

2   legs with 6 
DOF

Max. 
specifications

Walking speed 0.5 m/sec(1.8km/h)

Operating   depth 200 m

Enduring   speed of 
current

2 knots

Power   consumption Less than 20kW

Sea states 
ability

Operating condition Sea state 3

Survival   condition Sea state 4

Low visibility 
inspection

Range of forward 
looking sonar

 More than 100m

Range of real-time   
sonar

More than 10m

Position   
accuracy

Absolute accuracy Less than ±2m

Relative   accuracy Less than ±0.1m

Control Remote control via  
tether cable

Power supply Via tether cable

Table 1. Required Specification of CR200.

⑤ 해저로봇은 확보되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밀한 로봇팔 작

업을 수행한다. 두 개의 앞다리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작업시에는 로봇팔로 활용된다.

⑥ 해저로봇은 악시계 환경에 대비한 비전시스템으로 스캐닝 

소나와 초음파카메라를 장착한다.

이상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제시된 해저로봇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CR200은 테더 케이블을 통해 수상으로부터 전

기를 공급받아 동력을 얻는 전동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는 광통

신 시스템(김방현 et al., 2011)을 통해 원격 제어된다. 

2.2 제원 및 외형형상

CR200은 견마형이 아닌 게나 거미와 같은 형태의 보행로봇이

다. 그 외형은 Fig. 1에 제원은 Fig.2에 나타내었다. 전체 길이는 

2.4m, 폭은 1.25m이며, 다리의 길이는 1.32m이다. 몸체의 높이

는 약 1.16m이고 로봇이 일어섰을 때의 최대 높이는 1.8m 이다. 

공기중 총 중량은 약 300kg, 수중중량은 약 200kg으로 추정된

다. 해저로봇의 몸체는 장비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뭉툭하고 각진 형태의 몸체 형상은 조류 

속에서의 유체력 특성이 좋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유체역학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몸체의 전체 형상은 유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몸체는 부드러운 곡면 형상을 갖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킨을 장착하였다.

2.3 일반배치

Fig. 3은 CR200의 일반배치도면을 보여준다. 경량 설계를 

위해 몸체의 프레임은 탄소 섬유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여섯 

개의 다리는 몸체의 양옆으로 장착되고, 왼쪽 전방부터 1, 2 

그리고 3번 순으로, 오른쪽 전방부터 4, 5, 6번 순으로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저의한다. 제어 및 전기 시스템은 네 개의 

압력용기에 나누어 탑재되고, 두 개의 분전함이 몸쪽의 양쪽에 

위치한다. 분전함은 압력용기로부터 나오는 전원과 신호선을 



Fig. 4 Coordinate system and force diagram

Fig. 5 Flow around body in sim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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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rag, lift and pitching moment with respec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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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센서, 카메라, 조명 팬/틸트장치 등 각 장비들로 분배한다. 

조류의 속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초음파 유속계가 몸체의 위 

쪽에 장착하고, 로봇의 수중위치를 계측하기 위해서 초단기선 

리스폰더가 사용되며 몸체에 장착한다. 로봇 주위의 악시계 

환경을 스캐닝하기 위해 몸체 최상단에 스캐닝 소나를 

장착하였다. 실시간 수중 관측을 위해 HD 줌 카메라와 초음파 

카메라가 설치하고, 네 대의 광학 카메라를 몸체 주위의 관측을 

위해 설치한다. 다리 관절 구동을 위한 전기 모터와 하모닉 

드라이브는 내압 수밀 알루미늄 용기 내에 설치(Kang et al., 

2012)하고, 다리는 FRP로 씌워 유선형 형상을 만든다.

3. CR200의 유체력 하중

3.1 좌표계 설정

CR200의 좌표계는 Fig. 4와 같이 설정하여, 유체하중과 

안정성 해석에 적용하였다. 좌표계는 오른손 법칙에 의해 정의 

하고, 기준좌표계     의 중심은 몸체좌표계 

    의 중심과 일치한다. 몸체를 기준으로 앞쪽, 왼쪽 

그리고 위쪽 방향이 몸체 좌표계의 양의 방향으로 정의된다. 

몸체의 종동요각은 로 정의한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몸체의 부력중심은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발끝과 지면이 접촉하는 위치는 Fig. 4에 원으로 표시하였다. 

기준좌표계에서 표시된     평면에서의 뒷다리(Fig. 3의 

다리3과 다리 6)의 좌표를 로 정의한다. 전면에서부터 

오는 조류에 의해 로봇이 전복된다면 두 뒷다리와 지면과의 

접촉점을 잇는 직선이 전복축이 된다. 전복축의 위치벡터는 

로 정의한다. 몸체의 중량과 부력은 각각 와 로 

정의하고, 유체저항력과 양력은 와 로 정의한다. 졸퓨의 

속도는 방향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해저면에 의한 

경계조건에 따른 영향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3.2 유체력 추정결과

CR200의 종동요(pitch)각의 변화에 따라 CR200의 몸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추정하기 위해 ANSYS-CFX패키지를 

이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R200 주위의 유체 

유동을 모사하여 몸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추정하기 위해 

Reynolds-averaged Navier-Strokes equations을 이용하였다. 

추정된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몸체에 작용하는 유체 

저항력은 –10도에서 최소이고 종동요각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양력은 약 –15도에서 0이며, 0도~30도 사이의 구간을 

제외하면 종동요각에 선형으로 나타났다. 0도~30도 구간의 

비선형성은 몸체의 형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종동요각 

방향의 모멘트는 약 0도에서 0이고 종동요각에 따라 S자형으로 

나타났다. 유속이 1m/s일때, 몸체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50도에서 약 55kg이고, -10도에서 약 15kg으로 나타났다.

4. 조류환경에서의 안정성 해석

4.1 안정성 기준

Lin 과 Song(Lin and Song, 1993)은 지지 다각형의 모서리 

주위로 로봇과 지면사이의 상호작용력에 의해 유기되는 

무차원화된 최소 모멘트로 보행로봇의 안정성 여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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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min

 ∙ × ×   (1)

여기서,  는 CG에서 번째지지 발끝까지의 위치벡터이다. 

와 은 각각 로봇과 지면사이에 작용하는 합력과 모멘트 

벡터이다. 는 지지 다각형 주위를 시계방향 순서로 정해지는 

다각형 모서리의 단위벡터이다. 만약 모든 모멘트가 양이면 

시스템은 안정하다.

로봇이 평탄한 지면에서 정지해 있고, 몸체가 조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조류환경에서의 수중로봇의 

안정성여유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2)

여기서, 각 표기는 3절에서 설명된 정의에 따른다.

4.2 조류에 대한 안정성

조류가 0에서 2m/s로 증가할 때, 종동요각에 따른 몸체의 

안정성여유는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DSM이 양일 때 

로봇은 조류에 대해 안정하고, 음일 때 불안정하다. DSM에 0일 

때 로봇은 전복되기 시작한다.

Fig. 7은 뒷다리(leg 3과 leg 6, Fig. 3 참조)의 발끝이 

  (Fig. 4 참조)에서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CR200의 

초기 자세에서의 DSM을 나타낸다. 조류가 0일 때, DSM은 

0.2로 일정하며 이는 중력과 부력 등의 정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곡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조속이 0.8m/s 이하일 경우, 로봇은 전 구간(종동요각이 

-50도~+50)에서 안정함을 예측할 수 있다. 조속이 1m/s일 경우, 

종동요각이 –35도 일 때 로봇은 전복되기 시작한다. 종동요각이 

–8도 이상일 경우, 로봇은 모든 조류 조건(0~2m/s)에서 

안정하다.

Fig.8은 다리의 발끝과 지면의 접촉점이 방향으로 -0.3m 

추가 이동했을 경우(  m)의 DSM을 보인다. 정적 

상태에서의 안정성여유는 0.3으로 개선되었다. 로봇은 조류가 

1m/s 이하일 경우 전구간에서 안정하다. 조속이 1.5m/s와 

2m/s일 경우, 로봇은 종동요각이 –20도와 –14도에서 각각 

전복되기 시작한다. 종동요각이 14도 이하로 유지되면 로봇은 

0~2m/s까지의 조류조건에서 안정하다. 즉, 전반적으로 안정성 

개선을 예측할 수 있다.

5. 결    론

CR200의 설계 결과와 조류환경에서의 안정성 해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외형 설계의 주안점은 조류환경에서 로봇의 

안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체역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두었다. 안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주된 전략은 몸체의 형상을 

유선형으로 하는 것 이외에 안정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자세제어를 수행하는 것이다. 조류에 의해 몸체에 작용하는 

힘은 CFD 해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된 힘과 보행로봇의 

동적안정성기준에 따라 CR200의 조류환경에서의 안정성을 

해석하였고, 다리의 접지점의 이동에 따른 안정성 개선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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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육상자원과 해양석유 자원이 차 고갈됨에 따라 세계 선진국

들은 새로운 에 지원을 개발하기 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해 태평양 수심 5,000m 부근에 부

존해 있는 망간단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해양

연구원에서 심해  망간단괴 채 을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

행되고 있다.

심해  채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모선, 라이 , 버퍼, 유연

이 , 집 로 으로 구성된다. 라이   유연 이 는 유연

체 모델로, 버퍼  집 로 은 강체 모델로 개발되었다(홍섭 

등, 2012). 각각의 구조는 독립 인 거동을 가짐으로, 모선-라이

-버퍼-유연 이 -채 로 으로 이어지는 체 시스템의 동

거동 해석은 심해  채 기술에 매우 요하다. 홍섭 등(2012)는 

연성거동 동역학 해석을 해 내재  분법을 이용한 부분시스

템 합성법을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 감쇠행렬은 비례감쇠 행

렬로 고려되었다. 심해  채  시스템 모델의 경우 유체감쇠, 구

조감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쇠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감쇠행렬 추정 기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심해  채  시스템의 연성거동 동역학 해석에 필요한 감쇠행렬 

추정을 한 기  연구이다.

Fig. 1 Continuous mining concept

비비례 감쇠행렬 추정을 한 연구로써 Lee와 Kim(2001)은 

주 수 달함수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감쇠 행렬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 Phani와 Woodhouse(2009)는 복소 고유주

수(Complex natural frequency)와 복소 모드형상(Complex mode 

shape)을 이용하여 감쇠 행렬을 추정하 다. 이건명 등(2010)은 

유한요소 모델 개선기법(Finite element model updating)을 이용

한 비례 감쇠행렬과 비비례 감쇠행렬을 추정기법을 연구하

다. Min 등(2012a)는 복소 고유주 수와 복소 모드형상을 이용

하여 집 질량 모델에 용 가능한 감쇠행렬 추정 기법을 연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구하 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쇠구조물

의 비비례 감쇠행렬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여 히 어려운 

문제이다.

감쇠행렬 추정을 해서는 질량행렬과 강성행렬의 정확한 추

정이 필요하다. 질량행렬과 강성행렬의 추정을 한 유한요소 

모델 개선기법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riswell and 

Mottershead(1995)는 1990년 에 연구된 다양한 모델 개선기법

을 설명하고 있다. Jones과 Turcotte(2002)는 은 벌칙기법

(Penalty method)을 이용한 모델 개선기법을, Nam 등(2005)은 

고유주 수, 제로주 수(Zero frequency 혹은 antiresonance 

frequency)), 정유연성 지배주 수(Static compliance dominant 

frequency)를 이용한 모델 개선기법을 연구하 다. Min 등

(2012b)는 Nam 등(2005)을 수정한 기법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Min 등(2012b)의 유한요소 개선기법을 이용

한 감쇠행렬 추정기법을 제안하고, 수치모델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 다. 

2. 감쇠행렬 추정 방법  

2.1 유한요소 모델 개선기법

고유주 수와 모드형상을 목 변수로 사용하는 개선기법의 

경우 일반 으로 설계변수보다 목 변수가 은 부족결정

(Under-determined)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개선된 결과의 정

확도를 완 히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족결정 시스템을 

극복하기 하여 Mottershead(1998)은 제로주 수(Zero frequency 

혹은 Antiresonance frequency)를 사용하 다. 제로주 수는 주

수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의 값이 이 되는 

주 수를 의미한다. 고유주 수의 경우 시스템 체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반면, 제로주 수는 측정 치와 가진 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측정 과 가진 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매우 많

은 수의 제로 주 수를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

소 모델 개선을 해 고유주 수와 제로주 수를 목 변수로 

사용하는 감도해석기반 모델 개선기법(Min 등, 2012b)을 사용

하 다.

2.2 감쇠행렬 추정기법

자유도 비비례 성 감쇠 시스템의 경우 모드해석시 상태

공간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다.

             (1)

은 질량행렬,  는 감쇠행렬, 는 강성행렬이며, 

 는 변 벡터,  는 힘 벡터이다.

         (2)

식 (1)과 식 (2)를 조합하면,

 
  



  
          (3)

            (4)

고유치 해석을 해   으로 생각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과  은 번째 복소 고유값과 복소 고유벡터를 

나타낸다. 비비례 감쇠시스템의 경우  ,   , 와 복소 

고유벡터행렬  은 다음과 같은 계를 갖는다(Ewins, 2000).

              (6)

                (7)

여기서,     이며,  와  는 각

행렬이다.

은  와  의 각성분 과 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8)

여기서,     ,  은 비감쇠 고유주 수,   은 모드 

감쇠비,  은 감쇠 고유주 수, 는 복소수를 의미한다.

만약 유한요소 모델 개선을 통해 과 가 정확하게 

구성되었고, 실험해석을 통해    이 정확하게 계측되

었다고 가정하면, 식 (6)을 통해  를 계산할 수 있고, 식 (8)

에 의해   이므로    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

식 (9)를 통해  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모드

의 직교성을 이용함으로 추정된 행렬의 칭성과 양한정

(Positive-definiteness)을 보장한다.

2.3 수치모델 검증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원형 외팔보 모델

을 생성하 다. 원형보의 재질은 탄성계수   ×  , 

도      , 길이   , 지름   , 단

면 2차 모멘트    이다. 사용된 질량과 강성요소 행

렬은 다음과 같다. 



 


   

     

   

     

      (10)




   

     

   

     

      (11)

모델 개선을 한 설계변수는 모든 요소의 로 선택하 다. 

업데이트를 한 기 모델은 목  모델의 보다 10% 큰 값

을 갖도록 하 다. 목 변수는 고유주 수 14개와 제로 주 수 

14개를 사용하여, 목 변수가 설계변수 20개보다 많도록 하

다. Table 1과 2는 기 모델과 목  모델의 고유주 수와 제

로주 수 차이를 보여 다. 목  모델과 기 모델의 고유주

수와 제로 주 수는 평균 4.88%의 오차를 보인다.

Table 1 Natural frequencies from the target and initial FE 

models

Mode   
Natural frequency(Hz)

Mode
Natural frequency(Hz)

Target Initial Target Initial

1 16.95 17.77 8 2679.31 2810.09 

2 106.21 111.39 9 3444.16 3612.27 

3 297.39 311.90 10 4306.97 4517.19 

4 582.79 611.23 11 5269.19 5526.37 

5 963.50 1010.52 12 6332.68 6641.77 

6 1439.59 1509.86 13 7499.74 7865.80 

7 2011.37 2109.54 14 8773.10 9201.31 

Table 2 Zero frequencies from the target and initial FE 

models

Mode   
Zero frequency(Hz), 

Mode
Zero frequency(Hz), 

Target Initial Target Initial

1-2 19.85 20.81 1-2 23.67 24.83 

2-3 124.93 131.03 2-3 151.10 158.47 

3-4 351.04 368.17 3-4 428.02 448.91 

4-5 690.09 723.78 4-5 844.46 885.68 

5-6 1143.96 1199.80 5-6 1393.84 1461.87 

6-7 1713.10 1796.71 6-7 2001.91 2099.62 

7-8 2397.90 2514.94 7-8 2397.78 2514.82 

유한요소 모델개선에 한 내용은 본 연구의 주요 심사가 

아니므로 결과만을 간단히 다루겠다. 업데이트 결과 Fig. 2와 

같이 최  0.83% 오차를 갖도록 모든 가 수정되었다.

Fig. 2 Results of FE model updating

실제 실험모델이 갖는 자유도의 제한을 고려하기 해서 개

선된 모델을 자유도 축소기법(Friswell, 1995)을 사용하여 병진

자유도만을 가지는 10자유도 모델로 축소시켰다. 축소된 비감

쇠 모델에 비비례 감쇠행렬을 더하여 감쇠 모델로 만들었다. 

비비례 감쇠행렬을 만들기 하여 불규칙한 값을 의 변수

에 곱하 다. 생성된 비비례 감쇠행렬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감쇠 모델의 가속도 달함수(Accelerance)를 실험으로 측정된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포 곡선맞춤법(민 등, 2009)을 사용하여 

   을 추정하 다. Fig. 3은 곡선맞춤 결과이다. 

Table 3 Nonproportional damping matrix

62.94 -30.50 9.26 -3.10 0.08 0.28 -0.28 0.15 -0.33 0.02 

-30.50 22.46 -22.29 1.58 -2.68 0.00 0.75 -0.85 0.66 -0.06 

9.26 -22.29 36.67 -25.20 11.79 -2.37 0.01 0.15 -0.13 0.25 

-3.10 1.58 -25.20 1.77 -13.98 0.59 -0.87 -0.01 0.74 -0.05 

0.08 -2.68 11.79 -13.98 37.99 -33.49 13.34 -1.07 0.03 0.03 

0.28 0.00 -2.37 0.59 -33.49 32.09 -17.32 3.06 -0.32 0.11 

-0.28 0.75 0.01 -0.87 13.34 -17.32 35.65 -30.50 13.89 -1.83 

0.15 -0.85 0.15 -0.01 -1.07 3.06 -30.50 40.25 -22.96 5.26 

-0.33 0.66 -0.13 0.74 0.03 -0.32 13.89 -22.96 2.11 -5.45 

0.02 -0.06 0.25 -0.05 0.03 0.11 -1.83 5.26 -5.45 4.23 

식 (6)을 통해 계산된  의 비 각성분이 각성분에 비해 

매우 작은 값(최소 배)으로 계산되었다. 이 것은 개선된 

 , 와 가속도 달함수로부터 추정된  가 직교함을 

의미한다. 계산된  의 각성분과 곡선맞춤을 통해 추정된 

복소고유값을  Table 4와 5에 나타내었다. 결과 으로, Table 3

과 같은 비비례 감쇠행렬을 식 (9)로부터 정확히 추정할 수 있

었다. 



Fig. 3 Curve-fitted plot of damped model 

Table 4 Values of  

Mode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Table 5 Identified complex eigenvalues

Mode   complex eigenvalues

1 

2 

3 

4 

5 

6 

7 

8 

9 

10 

   

 5. 결    론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 모델개선 기법을 이용한 비비례 감쇠행

렬 추정기법을 제시하고, 수치모델을 이용해 검증하 다.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만약 유한요소 모델개선을 통해 정확한 과 를 구하

고, 실험해석을 통해    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면, 

모드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비비례 감쇠행렬을 계산할 수 있

다.

2) 계산된 감쇠행렬의 칭성과 양한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물

리 인 의미를 유지한다.

하지만 제한된 기법을 실험모델에 용하기 해서는 다음

과 같은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한요소 모델개선을 통해 계산된 과 가 얼마나 

정확히 개선되었는가?

2) 유한요소 모델개선을 통해 계산된  와 실험해석을 통해 

추정된  의 직교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의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실제 구조물에 용 가능한 

기법을 향후 개발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심해  물자원 

통합 채 시스템 개발 연구” 사업의 연구결과  일부임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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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고체 상호연성 해석을 위한 입자법의 탄성체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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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Elastic Solid Model for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Using Particl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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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Particle method 입자법, MPS(Moving particle simulation) method MPS법, Fluid-structure interaction 유체-고체 상호연
성, Elastic solid model 탄성체 모델, Cantilever deflection problem 외팔보의 처짐 문제

ABSTRACT: Recently, some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problems on the fluid impact loads interacting with structures, such as sloshing, 
slamming and green-water etc., have been issued especially in ocean engineering field. Governing equations for both elastic solid model and flow 

model are derived originally from similar principles of continuum mechanics. In this study, an elastic solid model based on a particle method, 
MPS method, was developed for simulating the FSI problems. And first, the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a simple cantilever deflection 
problem for verification. Then, the model was coupled with a fluid flow model, PNU-MPS method, and applied to the numerical investigation of 

coupling effects between a cantilever and a mass of water, which has various density, free-falling to the end of cantilever.

1. 서    론  

유체-고체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이란 수치적으

로 유체의 유동해석과 구조의 강도해석에 있어 상호작용을 고려

하는 것이다. 최근 항공(박기홍 등, 2011), 조선·해양(구준효 등, 

2009, 이희범과 이신형, 2011, 신상묵, 2007, 2011) 및 의료(이상

혁 등, 2011) 등 다양한 분야에서 FSI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선박 또는 해양 구조물이 

운행 중 갑판침수(Green water), 슬로싱(Sloshing), 또는 슬래밍

(Slamming)과 같은 원인에 의해 유체 충격력을 받게 되면, 선체 

구조는 변형이나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응력과 

변형은 이들의 안전성과 운항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전의 수치 해석 기법은 유동해석과 구조해석을 각각 독립적으

로 수행해 왔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연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점차 선박의 대형화 및 해양구조물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도 높은 해석과 유체-고체 상호연성 

해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체-고체 상호작용 연성해석이란 유동해석과 구조해석의 연

동해석을 의미한다. 연동 해석은 먼저 유동 해석을 통해 구조물

의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 충격력을 계산하고, 구조 해석시 외력

에 대한 경계조건으로 부여하여 구조물의 변형과 응력을 계산한

교신저자 박종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051-510-3977  jcpark@pusan.ac.kr

다. 계산된 구조물의 변형 및 응력은 다음의 유동 해석에서 역

시 경계조건이 되어 참조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탄성체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선형 탄성체의 평형 

방정식을, 유동 해석에는 Navier-stokes(N-S) 방정식과 연속 방

정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해석기법은 최근 상용 해석 프로그램

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동해석의 지원을 시작하고 있

다(Choi et al., 2009, Kennedy and Solbrekken, 2011).

유동 해석의 경우, 지금까지 연산 속도와 계산기 용량의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수치 연산에 유리한 오일러(Eulerian) 관점의 

격자 기반 해석 방법들이 주로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컴

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용량의 수치 연산이 가능해져 이로 

인해 기존의 수치연산에서 배제되어 오던 라그란지(Lagrangian) 

관점의 해석 기법인 이동 입자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제

안되고 있다. Monaghan(1988)이 제안한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법과 Koshizuka and Oka(1996)에 의해 제안

된 MPS(Moving particle simulation) 법은 대표적인 입자를 이

용한 유동해석 기법이다. 격자법에 비해 입자법은 형상의 재현

이 쉽고 격자 생성이 손쉬우며 특히 물질의 분해 및 결합 등과 

같은 극도로 비선형성이 강한 물리적 현상을 표현하는데 큰 장

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입자법의 경우 비물리적인 압력 진동과 

막대한 계산 속도는 해결해야 할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법인 MPS 법(Kondo et al., 2005)을 이용

하여 탄성체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유체와의 연성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탄성체 모델을 외팔보(Cantileve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beam)의 처짐 문제에 적용하여 해석해와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유동해석에 MPS 법

(Koshizuka and Oka, 1996)을 개량한 PNU-MPS 법(Lee et al., 

2011)을 이용하여 탄성체 모델과의 연성 모델을 개발하고 외팔

보의 끝단에서 자유낙하 하는 정사각형의 물덩이와의 유체-고체 

상호작용 문제에 적용해 보았다.

2. 수치해석 기법

2.1 지배 방정식

선형 탄성체의 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변위 벡터이고, 는 밀도, 는 시간,  는 체적변

형률 텐서,  는 변형률 텐서, 는 외력,  는 크로넬커 델타

(Kronecker's delta), 그리고 와 는 라메(Lame) 상수이며 다음

과 같다.




 (2)




 (3)

단, 는 탄성계수(Young’s modulus)이고, 는 포아송 비

(Poisson ratio)이다.

2.2 이산화

선형 탄성체의 평형 방정식의 지배방정식에 관한 이산화에는 

MPS 법(Kondo et al., 2005)의 연산모델을 사용하기로 한다.

식 (1)의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4)

여기서 주변 입자 와 입자 의 체적변형률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

단, 는 입자 와 의 상대 위치 벡터이며, 는 초기의 상대 

위치 벡터이다. 이를 이용하여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여기서, 는 계산 공간의 차원,   는 커넬함수이며 본 연구에

서는 Koshizuka and Oka(1996)에 의해 제안된 다음 식을 사용

하였다.

  
 
  (7)

단, 는 입자간 상호작용 반경이다. 식 (6)의 는 초기 입자수 

밀도로 다음과 같이 초기 주변 입자의 커넬함수의 합이다.

   (8)

식 (6)으로부터 구한   를 이용하여 식 (4)는 MPS 법의 

발산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산화 할 수 있다.

∇       
     

  (9)

여기서, 는 초기 상대위치에 대한 커널함수의 값이다.

다음으로 식 (1)의 우변 두 번째 항은 전단변형률에 관한 항으

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  ∇  (10)

식 (10)에서 전단 변형률은 변위벡터의 라플라스(Laplacian) 

연산 결과와 같아지며, MPS 법의 라플라스 모델을 이용하면 다

음과 같이 이산화 할 수 있다.

∇   



  

  (11)

식 (11)의 변위 벡터 차는 다음과 같이 상대 위치 벡터의 차로

서 구할 수 있다.

     (12)

식 (11)와 같이 상대 위치 벡터에 의한 전단변형률 성분은 초

기 상대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탄성

체가 강체 회전을 할 경우 강체 회전에 의한 상대위치 변화성분

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체회전에 의한 성분이 제외된 수

정된 상대위치 벡터는 아래와 같다.

        (13)

여기서 는 입자 의 회전에 대한 회전 연산자이며 초기 상대

위치 벡터를 입자 와 입자 의 상대위치에 회전 변환시킨 평균



치로서 정의한다. 식 (13)을 식 (11)에 대입하여 최종 전단변형률 

성분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14)

최종 변위 벡터의 가속도 성분은 식 (9)와 식 (14)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여기에는 탄성체의 강체 회전성분이 고려되지 않았

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각 운동량 보존법칙을 이용하여 각 입자

들의 강체회전성분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각

운동량 보존식은 다음과 같다.



 


×  (15)

여기서 는 각속도, 은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벡터, 는 전

단력이며 전단변형률에 의한 가속도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한 는 입자의 질량 관성 모멘트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6)

여기서 은 입자의 질량, 는 초기 입자간 거리이며 각 입자의 

가로세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15)는 입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산화 된다.

 




 


  ×

 
    

  (17)

이렇게 구해진 각속도 변화량과 속도 변화량을 이용하여 아래

의 식들과 같이 다음 시간 단계의 위치와 속도, 각속도, 그리고 

회전연산자를 구하게 된다.

        (18)

     

     (19)

       (20)

       (21)

여기서, 은 회전연산을 나타낸다.

2.3 연동(Coupling) 기법

비압축성 유동장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과 

N-S 방정식이다.



  (22)




     (23)

여기서 는 속도이고, 는 점성계수, 는 압력, 는 밀도이다.  

식 (22)와 (23)은 PNU-MPS 법(Lee et al., 2011)의 입자간 상

호작용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Fig. 1에는 유체-구조 상호작용에 관한 개략적인 연성해석법

을 나타낸다. 매시간 단계에서 구조물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

과 면적을 곱하여 구조해석의 외력에 대한 경계조건으로 적용하

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다음에 구조해석 결과로 얻어진 변위를 

유체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적용하고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매시간 양방향의 연동 해석이 수행되어진다.  

3. 시뮬레이션 결과

3.1 외팔보의 처짐 문제

2.1 절에서 설명한 탄성체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2차원 외팔

보의 처짐 문제에 적용하였다. Fig. 2는 시뮬레이션의 초기 조건

을 나타난다. 외팔보의 길이 =0.16m이고 두께 =0.02m인 외

팔보의 끝단에서 외력 =0005N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는 

×이고, 는 0.3이다. 입자간 간격은 0.005m이며 시뮬 이

션에 사용된 입자는 총 180개이다. 가 치 함수의 임계거리 

는 기 입자배치 간격의 2.1배를 사용하 다.

Fig. 3는 시뮬레이션에서 구한 외팔보의 처짐량을 해석해

의 식 (24)와 비교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의 처짐에 대

한 경향이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최대 처짐

에 대한 상대 오차는 1.8% 이내이다.

 
 

   (24)

Fig. 1 Diagram of FSI coupling

Fig. 2 Initial setup for cantilever deflec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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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deflection of cantilever

Fig. 4 Initial setup for FSI coupling simulation

3.2 FSI 연동 해석

PNU-MPS법과 연동해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았다. 

시뮬레이션의 초기조건은 Fig. 4와 같다. 외팔보의 조건은 3.1장

과 동일하다. 외팔보의 끝단으로부터 =0.1(m) 높이에서 

× =0.02×0.02(m2)의 정사각형 물덩이가 자유낙하 하여 구

조물과 상호작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FSI 연동 해석 기법을 적용

하여 보았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다양하게 시험하기 위해 

유체의 밀도 를 1000, 2000, 3000(kg/m3)으로 변화시켜 보았다. 

이때 초기 입자간 간격은 0.002m이고 사용된 입자의 수는 외팔

보가 830개, 유체가 100개이다. 한편, 탄성체 해석의 경우 시간 

간격  는  (sec)이고 유동해석의 경우 Courant 수를 0.2로 

유지하며 가변 시간간격을 사용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의 경우 

 = ~×  (sec)의 범위가 사용되었다.

Fig. 5는 =1000(kg/m3)일 때 외팔보에 충돌하는 물덩이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습을 나타낸다. 유체의 경우 공기의 저항 및 

표면장력을 무시했으므로 초기조건의 형상 그대로 낙하하여 외

팔보 끝단에 충돌하여 탄성체에 크나 큰 충격력을 주게 된다. 

유체에 의한 충격력에 의해 외팔보는 아래로 처졌다가 다시 위

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탄성체에는 끝단으

로부터 고정단 쪽으로 점차 진동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인다.

Fig. 6는 유체의 밀도 차에 의한 외팔보 끝단의 처짐 변위에 

대한 시간 변화를 나타낸다. 밀도가 커짐에 따라 전체적인 경향

은 다소 유사하지만 최대 처짐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의 최대 처짐량을 Table 1에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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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0.21 Sec

Fig. 5 Distribution of particles on FSI problem



Table 1 Comparison of maximum deflection the end of 

cantilever with various water density

Density (kg/m3) Maximum deflection (m)

500 0.0017

1000 0.0045

2000 0.0228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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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history of deflection at the end of cantilever with 

various water density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법을 이용하여 유체-고체 상호연성 해석을 

위한 탄성체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탄성체 모델은 

MPS법의 입자간 상호작용 모델(Kondo et al., 2005)을 이용하여 

이산화 되었다. 먼저,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한 

외팔보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경우의 처짐 문제에 적용하였

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해석해와 정성적·정량적으로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동해석에 PNU-MPS 법(Lee et al., 

2011)을 이용하여 탄성체 모델과의 연성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

한 밀도의 유체 덩어리가 자유낙하 하여 외팔보에 충돌하는 문

제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입자법을 이용한 유체-고체 

상호작용 해석 기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유체-고체 해석 문제에 적용하여 개발된 탄성체 모델과 

유체해석 기법간의 상호작용의 연성 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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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망간단괴와 같은 심해  물의 연속 인 채 을 해서는 

장  라이 를 통한 단괴이송이 필수 이다. 재 수심 5,000m

에서 운용될 정인 망간단괴 채 시스템에서는 라이 (Riser)

와 버퍼시스템을 결합한 연속채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홍섭 

등, 2012). 심해용 장  라이 는 혹독한 해양환경( 도, 조류, 

바람 등)과 와류진동(Vortex induced vibration)에 의한 외력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므로 손상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물이다. 

안정 인 사용을 해서는 구조물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 해양 구조물의 손상 방지를 해 최근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Xu 등(2010)은 경험  모드분석법(Empirical mode 

decomposition)과 Wingre-Ville 분포(Wingre-Ville distribution)

를 이용하여 자켓식 해양구조물의 손상추정 연구를 수행하 다. 

Wang 등(2010)과 Park 등(2011)은 고유주 수와 모드형상을 이

용해 자켓구조물의 손상을 추정하 다. 이소정 등(2009)은 최

화 화음탐색법을 이용해 항만 이슨 구조물의 구조건 성을 평

가하 다. 

한편, Iranpour 등(2008)과 Modarres-Sadeghi 등(2010)에 의해 

와류진동으로 인한 라이  같은 가늘고 긴 세장형 구조물의 피

로 괴를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세장형 구조물의 

손상추정 기법에 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

다. 

본 연구는 심해 5,000m에 용될 라이  시스템의 손상추정

을 한 기 연구이다. 통상 으로 라이 는 장력빔(Tensioned 

beam)형태로 모델링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  손상추정의 

기 연구로서 라이 를 보요소로 가정하 다. 장  라이  시

스템의 손상추정을 해 Min 등(2012)의 유한요소 모델개선법

(FE updating method)을 보요소로 가장한 라이  모델의 손상 

추정에 용하 다. 제시된 손상추정 기법은 손상 과 손상후의 

진동특성(고유주 수, 모드형상 등)들의 비교가 필요 없고, 자유

도가 큰 구조물의 경우에도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기법이다. 제

안된 기법을 여러 손상시나리오에 용하여 효용성을 검증하

다.

2. 유한요소 모델 개선기법 기반 손상추정 기법

2.1 유한요소 모델 개선기법

본 연구에서는 손상추정을 해 고유주 수와 제로주 수를 

목 변수로 사용하는 감도해석기반 모델 개선기법(Min 등, 

2012)을 사용하 다. 고유주 수와 모드형상을 목 변수로 사

용하는 개선기법의 경우 일반 으로 설계변수보다 목 변수가 

은 부족결정(Under-determined)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개선

된 결과의 정확도를 완 히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족결

정 시스템을 극복하기 하여 Mottershead(1998)와 Nam 등

(2005)은 제로주 수(Zero frequency)를 사용하 다. 

제로주 수는 주 수응답함수의 값이 이 되는 주 수를 

의미한다. 어떤 구조 시스템이 개의 자유도를 가진다면 주

수 응답함수   행렬은 ×  행렬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각요소, 즉      행렬은 포인트 주 수 응답함

수라 하고 그 외의 행렬요소는 트랜스퍼 주 수 응답함수라 

한다. 주 수 응답함수의 제로는 포인트 주 수 응답함수와 트

랜스퍼 주 수 응답함수에서 구할 수 있다.   에서 제로주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수는 질량과 강성행렬의 번째 행과 번째 열을 제거한 행렬

을 이용하여 계산된 고유주 수와 같다. 더욱이 고유주 수는 

모든 주 수 응답함수에서나 같은 주 수에서 발생하지만, 제

로주 수는 가진 치  응답 치에 따라 다른 주 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제로 진동수는 구조물의 동  거동의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는 요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측정 과 가진

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매우 많은 수의 제로 주 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구조물의 손상시 질량의 변화는 무시될만큼 작

기 때문에 모델 개선을 한 설계변수는 모든 요소의  (는 

탄성계수, 는 단면 2차모멘트)로 선택하 다. 기 모델의 요

소가 개이기 때문에 변수의 개수는 개가 된다. 감도행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1) 기 를 기반으로 유한요소 모델을 만든 후 고유주

수와 제로주 수    …  를 계산하다.

(2) 요소 하나의 를  를 미소량 만큼 변화 시키면 

변경된 , 는     이 된다. 이 때 다른 요소의 

,     ≠ 의 변화는 없다. 

(3) 하나의 요소 탄성계수가 로 변한 유한요소 모델의 고

유주 수와 제로주 수    …  를 계산한다.

(4) 기 시스템과 변환된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제로진동

수 변화 행렬   을 계산한다.

(5) 감도행렬  의 행 열 요소는      이다.

(6) (1)에서 (5)의 차를  … 개의 요소에 하여 반복 

계산하여 감도행렬  를 완성한다. 

완성된 감도행렬  는 다음과 같다.

 


































       (1)

감도행렬을   ,  변경량을   …   , 변경

하려는 목  고유주 수와 기 고유주 수의 차이를 

     …  
로 하는 경우의 최 구조변경 문제는, 

식 (2)과 같이 연립 1차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이때 감도행렬  가 보통 정방행렬이 아니므로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변경량을 계산하면 변경된 는 

다음과 같다.

            (3)

로 변경한 후 강성행렬을 다시 작성한다. 새로 작성된 

강성행렬과 질량행렬을 이용하여 새로운 고유주 수를 계산한

다. 이러한 차를 가 허용오차 범 가 될 때까지 반복 수

행한다. 

3. 보 구조물의 손상검색

3.1 수치모델  손상시나리오

제안된 손상추정기법을 검증하기 하여 원형 외팔보 모델

을 생성하 다. 수치해석 모델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같고, 질량요소 행렬과 강성요소 행렬은 다음과 같다. 총 

20개의 요소와 21개의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당 2개

의 자유도(회 과 병진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4)

 


   

     

   

     

                 (5)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FE model for cantilever beam

Beam Property Value

Modulus of elasticity,   × 

Mass density,     

Length,  

Diameter,  

손상시나리오는 Table 2와 같이 4가지 경우에 하여 손상 

추정을 수행하 다. Case 1은 단일 손상, Case 2와 3은 각각 2

군데와 4군데에 동일한 크기의 손상이 있는 경우, Case 4는 4

군데에 각기 다른 손상이 있는 경우이다. 

Table 2 Damage scenarios of FE model

Damage scenario Damage location Damage severity (%)

Case 1 E10 50

Case 2 E7, E15 50, 50

Case 3 E3, E8, E12, E15 50, 50, 50, 50

Case 4 E3, E8, E12, E15 20, 30, 40, 50 

3.2 손상추정

손상이 없는 모델을 유한요소 개선기법을 이용하여 손상된 모

델로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손상추정이 수행되었다. 모델 개선을 

한 설계변수()는 20개이며, 손상 추정에 사용된 목 변수



(고유주 수와 제로주 수)의 종류는 Table 3과 같다. Case 1과 2

의 경우 CB1~CB4까지 모두 용되었고, Case 3과 4의 경우에는 

CB4만 용하 다. 제로 주 수는   에서 획득하

다.

Table 3 Number of natural frequencies and zero frequencies 

used in the FE model updating

Name Used targer parameters Total

CB1 Natural freq. (14) + zero freq. (15) 29

CB2 Natural freq. (20) 20

CB3 Natural freq. (14) + zero freq. (30) 44

Case 1의 손상추정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CB3의 경우 

10번 요소의 가 50% 감소한 것을 정확하게 추정하 고, CB1

의 경우는 과결정(Over-determined)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손

상이 발생한 주변 요소의 도 함께 변환 것으로 측되었다. 

CB2의 경우 손상 치와 크기를 매우 부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다.

Fig. 1  Damage detection results of Case 1

Fig. 2는 Case 2의 손상추정 결과를 보여 다. CB3의 경우 7

번과 15번 요소에서 발생한 손상의 크기까지 정확히 추정하

고, CB2의 경우 CB3에 비해 부정확한 결과를 보 다. CB1의 

경우 손상추정을 수행하지 못하 다. Case1과 2의 결과로부터 

고유주 수만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고유주 수와 제로주 수

를 같이 사용할 경우 결과가 더 정확함을 알 수 있다.

Case 3과 Case 4의 경우 CB3의 조건으로만 손상추정을 수행

하 다. Case 3의 경우는 다 에서 같은 크기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Case 4의 경우는 다 에서 각기 다른 크기의 손상이 발

생하 을 경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

기 해 고려되었다. Fig. 4는 Case 3의 손상추정 결과를 보여

다. 다 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상의 치  크기

까지 정확하게 추정되었다. 

Case 4의 손상추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Case 3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손상 치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손상의 크

기 한 정확히 추정하 다.

Fig. 2  Damage detection results of Case 2

Fig. 3  Damage detection results of Case 3

Fig. 4  Damage detection results of Case 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심해 라이 의 구조건 성 확보를 한 손상추

정 기법 개발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유한요소 개선기

법를 이용하여 보 모델의 손상추정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다양한 수치 손상 모델을 이용해 검증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손상추정을 해서 목 변수로 고유주 수만 사용하는 경우

보다 고유주 수와 제로주 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보 다.

2) 설계변수 개수보다 약 2배정도의 목 변수를 사용하면 매우 

정확한 손상 추정이 가능하 다.

3) 유한요소 개선기법은 손상  진동특성의 계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손상  진동특성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구조물에 

바로 용 할 수 있다.

4) 제로 주 수는 측정방법에 따라 많은 개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큰 구조물에도 용 가능한 손상추정기법이

다. 

하지만 제한된 기법을 장  라이 에 용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  라이 의 진동특성 계측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다양한 해  환경에서 사용이 합한 센서의 선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3) 잡음이 많이 섞인 응답데이터의 해석을 한 신호처리 연

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4) 와류진동과 같은 다양한 환경인자가 고려되어야 한다.

5) 그 외 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  라이 에 용 가능한 손상

추정기법을 향후 개발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심해  물자원 

통합 채 시스템 개발 연구” 사업의 연구결과  일부임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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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결부 피로수명 산정을 한 국부응력법의 

임계거리 추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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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Weld joints 용접연결부, Finite fatigue life 유한피로수명, Multiaxial fatigue 다축피로, Critical plane 임계평면 , 
Critical distance method 임계거리법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use of the notch stress approach in the form of the critical distance method, to estimate 
the fatigue life in the region of the fatigue limit, as well as of finite life. The reduction of fatigue strength was assumed to be varied 
with the number of cycles, or fatigue life and evaluated from the fatigue experiments of un-notched and notched specimens. The results 

of the fatigue strength reductions are used to estimate the variable critical distance of the material. The estimated results of the present 
methods are applied to the experiments of other types of specimens perform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show that the 
fatigue-life scatter of the experimental data of the present critical distance method with the variable critical distance is significantly 

reduced by introducing the effective fatigue stress of the present study.

1. 서       론

용접 연결부의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에 의한 응력집중과 이

로 인한 피로강도의 저하는 설계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하여

야 한다. 특히 용접 루트부와 토우부는 피로피단에 대해 노치

와 같은 거동을 하고 그 끝단부의 무디거나 날카로운 형상에 

따라 피로강도 평가에 사용하는 응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1930년대 이후로 용접 노치의 날카로운 정도에 

따른 피로강도의 저하를 산정하기 위한 많은 방법에 대해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 온 가운데 Neuber (1958)에 의해 1930년

대에 처음 제안된 임계거리 이론(Theory of Critical Distance, 

CD)은 Peterson (1974)과 Taylor(2007) 등에 의한 계속적인 발

전을 통해 근래에 노치 피로강도 해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Neuber 방법은 선형파괴역학의 이론을 고려하여 

구조요소의 고 사이클 영역 피로강도 추정과 관련된 임계거리

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난 80년간 

원래 고 사이클 영역의 피로강도 추정에 적용하는 CD는 구조 

완전성 원칙에 관련된 여러 영역의 범위에 적용되어 왔다 예

를 들면, 노치를 가지는 서로 다른 형상과 취성 및 연성 재료

의 정적 파손 추정에 응용된 바 있는데 이 경우 정적 강도의 

추정에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응력 사이클 수를 

달리하는 경우, 즉 중간 사이클 영역의 피로 수명 추정에 대한 

임계거리법의 적용은 임계거리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의 

부실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 사이클 영역에 걸치는 피로

수명 추정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계거리법을 정적강도 영역과 고 사이클 영

역의 중간을 연결하는 중간 사이클 영역에 해당하는 피로 수

명 추정에 확대 적용하는 피로이론의 정식화 과정과 이와 관

련된 실험 연구를 다룬다. 

2. 임계거리법에 의한 피로수명 추정

용접 연결부의 토우부 근처는 기하학적인 불연속으로 응력

집중이 나타나고 피로파단에 대해 노치와 같은 거동을 한다. 

노치응력법의 임계거리법에 의한 피로한도(Fatigue limit)에 대

한 균열 발생조건은  Fig.1의 노치를 가진 시편에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노치부근에 대한  유효피로응력 

 는 식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1) 

여기에서 은 공칭응력 진폭이고 는 노치피로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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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1 (a) Fatigue curves of plain and notched 

specimens. (b) Linear elastic stress field ahead of the 

stress concentration apex.

는 Fig.1-(a)에서 보인 것과 같이 재료의 피로한도 응력으

로 무노치 시편에 대한 실험 결과로 부터 얻어진다. 주어진 노

치 형상에 대한 유효피로응력을 최대응력점, 즉 노치의 정점 

주위의 탄성응력장에 대한 평균응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 중 임계거리법은 

응력집중의 정점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위치에 대한 탄성 

주응력을 참고로 하여 유효응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정거

리  떨어진 위치의 응력을 사용하는 점응력법(Point 

method),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직선 상의 평균응력을 사용

하는 선응력법(Line method), 반경 내의 면적에 대한 평균

응력을 사용하는 면적법(Area method)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

서 , 과 는 각각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임계거리이다. 

Taylor(2007)는 피로한도 추정의 경우, 임계거리를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파괴역학의 균열발생 조건식에 의해 결정되는 재료 

특성길이 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다(Susmel and  Taylor, 

2010).

 

  
 

 


                                 (2)

기존의 연구에서는 임계거리들을    ,    , 

 을 사용하여 유효피로응력  를 구하고, 노치가 없는 

시편의 피로한도 에 적용하여 노치를 가진 부재의 피로한도

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수명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 임계거리를 

Fig.1에 보인 것과 같이 노치를 가지는 시편에 대한 중간 피로

수명 영역의 실험 결과로부터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노치

를 가지는 시편이 공칭응력  하에서 중간 피로수명 영역의 

반복횟수  에서 피로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무노치 시편의 피

로응력 를 사용하여 피로강도감소계수(Fatigue strength 

reduction factor)  를 식(3) 으로 정의한다.

  


                                         (3)

이 식의 피로강도감소계수  는 (1)식과 비교하면 공칭응력 

 이 피로한도 인 경우에는  이  노치피로계수  와 같

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임계거리법에 대응하는 임계거리 

D를 식(4)과 같이 가정한다.

     
                                  (4)

 여기에서 계수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먼저 주어진 

노치를 가지는 시편에 대해 유한요소해석 또는 해석적인 방법

에 의해 노치 주위의 응력 분포를 구한다. 임계거리 D를 변화

시키면서 응력분포 결과로 부터 임계거리법을 적용하여  피로

강도감소계수  를 구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다. 같은 

노치를 가진 시편에 대한 피로시험결과를 Fig.1-(a)와 같이 S-N

곡선을 작성한다. 다수의 시편에 대한 공칭응력의  과 실험

결과의 피로수명  에 대응하는 무노치 시편의 피로응력 
으로부터 (3)식을 이용하여 피로강도감소계수를 구하고 대응하

는 임계거리 D를 구한다. 여러 개의 노치 시편에 대한 실험 

결과의 수명  와 피로강도 감소계수  을 log log선도에 

나타내고 이에 대한 근사 직선의 식을 구하여    를 얻을 

수 있다.

3. 피로시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계거리 추정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Fig.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노치가 없는 시편과 판 중앙의 양 

옆면에 노치를 가지는 시편에 대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판 재료는 구조용 강판으로 판 두께는 모두 10mm이다. 노치

를 가지는 시편은 V-노치 시편으로 노치각을 45o, 90o, 135o,의 

3가지 종류를 택하였다. 노치의 형상은 Fig3-(c)에 보인 것 과 

같다.  피로시험은 하중속도 , 하중비는  로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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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a) Dimensions of the un-notched specimen, (b) 

the notched specimen, and details of the V-notch.

     

 

무노치 시편 14개와 과 VN-90 시편 10개에 대한 피로시험 

결과를 Fig.3에 보였다.  

VN-45 VN-90 VN-135

θ  45
o

90
o

135
o

d 2.0 mm 3.0 mm 3.0 mm

Table 1  Geometry of Notches

Fig.3  Result of the fatigue tests for the un-notched 

specimens and the VN-90 specimens

Fig. 4 Fatigue strength reduction factor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critical distance for 

V-notched specimen 

4. 피로강도감소계수와 임계거리의 산정

임계거리의 변화에 대한 피로강도 감소계수를 구하기 위하

여 Fig.2-(c)의 VN-90 노치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다. 응력해석은 MSC/NASTRAN을 시용하였고 분할 정도

를 최소요소 길이  를 기준으로 하였다. 유효피로

응력, 즉 피로강도감소계수의 산정을 위한 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편형상이 2차원임을 감안

하여 점응력법, 선응력법과 면적법에 대한 임계거리 각각에 대

한 를 기준으로 피로강도감소계수를 구하였다. 임계거리  

 ∼ 범위에 대한 피로강도 감소계수  의 

결과를 Fig.4에 보였다. 같은 크기의  에 대한 임계거리는 

PM(점응력법)이 가장 작고 AM, LM순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피로강도감소계수를 구하기 위한 유한요소 분

할에서 PM이 가장 세밀한 요소 분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

고 LM은 상대적으로 큰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Fig.3-(c)의 VN-90 시편의 경우 실험 결과의 

피로 수명    사이클과  ×에 대응하는 피로

강도 감소계수  의 1.81과 2.47에 대한 임계거리를 고찰하기 

위해 Fig.4에 대응하는 직선을 나타내었다. 이들과 104, 106 사

이클 수에 대응하는 임계거리식이 포함된 계수   를 구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오른 편에 나타낸 바과 같이 10
4, 2 x106 사이클 

수에 대응하는 임계거리  는 mm 단위로, PM이 

(0.346, 0.169), AM은 (0.725, 0.369), 그리고 LM이 (1.762, 

0.900)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Critical distances 

10
4 cycles ×cycles

P.M. 1.20 0.1348 0.346 mm 0.169 mm

A.M. 2.51 0.1348 0.725 mm 0.369 mm

L.M. 6.10 0.1348 1.762 mm 0.900 mm

Table 2  Coefficients in eq. (6) for PM, AM and LM 

and their critical distances for 104 and 2 x106 cycles

5. 임계거리법을 적용한 피로수명 

본 연구의 임계거리 추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VN-45, 

VN-135의 노치를 가지는 두 가지 시편의 각각 10개에 대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두 시편의 루트부의 반경은 VN-90

이 0인 것과는 달리 VN-45은 r=0.2mm, VN-135 시편은 

r=0.1mm이다. 피로시험 조건은 앞의 실험조건과 같이 하중속

도 , 하중비는  로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의 피로수명과 Table 2의 LM을 사용한 임계거리법의 

수명 추정결과를 Fig. 5에 비교하 다. 

Fig.5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fatigue life with 

the predicted results of CDM(L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부응력법의 임계거리법을 중간 피로수명영

역에 적용하기 위한 임계거리의 추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노치가 없는 강판의 피로시험 시편과 3 가지 종류의 V- 노

치 시편에 대해서 피로시험을 수행하고 임계거리법을 적용하

였다. 무노치 시편과 VN-90의 실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

로부터 변동임계거리를 추정하는 절차를 고안하고 추정식을 

구하였다. VN-45, VN-135 시편에 대하여 시험의 피로수명과 

추정된 피로수명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임계

거리의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과의 대부분은 추정된 피

로수명이 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결과는 나타내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용접모델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계거리 계수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피로수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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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longitudinally-arranged pipes in ships are equipped with loops as a measure to reduce stresses caused by 
displacement loads conveyed from the hull girder bending and/or thermal loads of carried fluid of non-ambient temperature. But as the 
loops have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causing extra manufacturing cost and occupying extra space, the number and the dimensions of 

the loops need to be minimized. In the meanwhile, a design formula for pipe loops has been developed by modeling them as a spring 
element of which stresses and axial stiffnes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beam theory. But as the beam theory turns out to be 
inappropriate to deal with the complex structural behavior in the curved corner portion of the loop,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the 

previously developed design formula by adopting correction factors which can allow for the gap between the results of beam theory and 
a more accurate analysis. This paper chose a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two-dimensional shell elements with some validation work for 
it. The paper ends with a sampl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formulas showing their accuracy and efficiency.

1. 서    론

 

선박에 종 방향으로 설치되는 파이프에는 주 선체의 종 굽힘

으로부터 전달되는 변위 하중 등으로 인해 큰 축 응력이 발생하

게 된다. 이의 완화책의 하나로 파이프 중간 중간에 루프(Loop)

를 적용하여 이들 축 하중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도록 하는 개념

이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 관련 선급규정(Lloyd's Register, 

2006)들은 루프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피상적인 언

급만을 하고 있어 조선현장에서는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치모와 양박달치(2009)는 루프를 축 하중의 상당 부

분을 흡수하는 스프링으로 취급하고 직선 보 이론에 기초한 루

프의 설계식을 발표하여 루프의 설계가 복잡한 구조해석 없이 

간단한 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이어서 박치모와 배병일(2010)은 파이프 루프의 코너부를 각각 

직선 보 요소, 곡선 보 요소, 2차원 쉘 요소 그리고 3차원 고체 

요소의 네 가지로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이들 결

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파이프 곡선부의 곡률이 심할 경우 직

선 보 이론은 물론이고 곡선 보 이론조차도 큰 오차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선 보 

요소보다 곡선 보 요소가 더 큰 최대 굽힘 응력 값을 주는데, 2

교신저자 박치모: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052-259-2156, cmpark@mail.ulsan.ac.kr

차원 쉘 요소와 3차원 고체 요소는 서로 비슷한 해석 결과를 주

면서, 직선 보 요소와 곡선 보 요소의 응력 차이보다 더 큰 차이

로, 곡선 보 요소의 응력 값 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임으

로써 직선 보 해석보다 복잡하면서 어차피 큰 오차를 갖는 곡선 

보 이론은 이 경우 큰 의미가 없고 직선 보 해석 결과에 직선 

보 해석 결과와 2차원 쉘 요소 또는 3차원 고체 요소의 해석 결

과와의 차이를 수정 계수의 형태로 곱해서 정도 높은 응력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 후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연

구로서 박치모와 배병일(2011)은 다양한 파이프 두께/직경 비와 

곡선부 곡률/직경 비를 갖는 파이프 루프에 굽힘 모멘트가 작

용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직선 보 요소와 2차원 쉘 요소를 이용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이들 결과를 비교하여 굽힘 변형 

수정계수와 굽힘 응력 수정계수를 구한 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들 수정계수를 사용하여 직선 보 요소로 해석한 

응력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수정계수의 개념을 박치모와 양박달

치(2009)의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식에 접목하여 루프의 코너 곡선

부를 2차원 쉘 요소로 해석한 경우와 유사한 해를 주는 설계식을 

개발하였고 그 유용성을 보여주는 계산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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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설계식 유도과정(박치모와 양박달치, 2009)의 요약

r

 ′
E

P FA

B C

D

r

h b/2

 ′
Fig. 1  Shape and dimensions of a unit loop

2.1 단위 루프의 강성

루프와 직선부로 이루어진 전체 파이프시스템에 축[길이] 방

향으로 힘 P가 작용하면 개개의 루프에는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축력 P와 함께 파이프 직선부의 부분적인 회전구속으로 

인한 모멘트 M'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파이프 직선부와 연

결된 단위 루프의 축 강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축력 P와 

루프 양단에 걸리는 모멘트 M'에 의한 루프의 축 변형[양단의 

상대 수평 변위] 와  ′을 구한 뒤 이들을 조합하여 루프의 

전체 변위 를 구하고 이 값으로 축력 P를 나누어주면 된다. 

이때 이들 수평 변위 계산 시 Fig. 1에 보인 루프의 대칭 조건

을 이용하여 반쪽 부분인 BCDEF 구간에 대하여 B점에 대한 F

점의 수평 변위를 계산한 뒤 2를 곱하여 전체 변위를 구하였

으며 반쪽 부분의 수평 변위를 구할 때에는 각각 BC, CD, DE, 

EF 구간의 기여분을 직선 보 이론으로 구한 뒤 이들을 종합하

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와 같이 구해진 ,  ′ 및 전체 변위 

는 다음과 같다.

  

          

      
  

                      (1)

  ′    
       

                 (2)

  ′        

      

     

   (3)

    ′

    
     

         
   (4)

여기서 b, h 및 r는 각각 루프의 폭, 높이 및 코너부의 곡률 반

경이고 E, G는 각각 파이프 재료의 인장압축- 및 전단- 탄성계

수, A 및 I는 파이프 단면의 면적 및 중립축에 관한 관성모멘

트이고, k는 중립축상의 최대 전단응력을 얻기 위해 평균 전단

 ′ ′ 

l

(No. of intermediate support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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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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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ormation modes of the straight portion of the 

pipe for various support condition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M' and 

Table 1  's for various number of supports of the pipe 

between two adjacent loops except two end supports

No. of supports 0 1 2 3 4 … ∞

 














… 0.289

응력에 곱해야 하는 계수로서 내반경 , 외반경 인 파이프 

단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또한 는 인접한 두 루프 사이의 파이프 직선부의 양단 지지

점을 제외한 중간 지지점 수(Fig. 2)에 의존하는 계수로서 

Table 1에 보인 바와 같고 은 지지점 사이의 등 간격을 의미

한다. 한편, (4)식 내의 는 루프 및 파이프 직선부 지지 상태

의 기하학적 특성과 연직 구간인 DE의 전단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따라서  로 정의되는 단위 루프의 강성 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7)

2.2 루프와 직선부가 조합된 파이프의 강성

강성이 인 루프 n개와 강성이 인 직선부로 직렬 조합

된 파이프의 강성 은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전체 길이 인 파이프의 경우 직선부의 길이는 

 가 되고, 단면적 A, 탄성계수 E인 파이프 직선부의 강

성 은 다음과 같다.




                                       (9)

2.3 루프와 직선부가 조합된 파이프의 최대 응력

파이프에 변위 하중 가 작용할 때 발생되는 축력 는 다

음과 같다.

                                              (10)

(10)식과 같은 축력 가 걸릴 때 루프 및 파이프 직선부의 

굽힘 모멘트 분포는 Fig. 3에 보인 바와 같다. 루프 수평부 및 

파이프 직선부에는 굽힘 모멘트에 더하여 축력 P가 추가되므

로 최대 법선응력은 루프 수평부나 파이프 직선부 시작점 중 

굽힘 모멘트가 큰 곳에 발생하게 된다. 최대 법선응력의 이 들 

두 후보 값을 구하는 첫 단계로 루프 수평부의 굽힘 모멘트 

와 파이프 직선부 시작점의 굽힘 모멘트  은 (2)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11)

   ′    
       

         (12)

따라서 루프 수평부에 걸리는 법선 응력 와 파이프 직선

부 끝에 걸리는 법선 응력  는 (10)식의 축력 에 의한 축 

응력에 각각 (11)식의 굽힘 모멘트 에 의한 굽힘 응력과 

(12)식의 굽힘 모멘트  에 의한 굽힘 응력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

P

  ′

Pr ′
 ′

   ′

Fig. 3  Bending moment diagram(BMD) for th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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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굽힘 응력 및 변형 수정계수

박치모와 배병일(2011)은 Fig. 4에 보인 루프 반쪽 모델의 F점

에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직선 보 요소 

및 2차원 쉘 요소에 의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뒤, 2차원 쉘 

요소에 의한 코너 곡선부의 응력 값을 직선 보 요소에 의한 대

응 응력 값으로 나눈 값을 굽힘 응력 수정계수( )로 정의하고, 

실용 목적상, 순수 굽힘 하중을 받는 파이프 곡선부의 응력 값

을 구할 때 직선 보 이론에 의한 응력 값에 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차원 쉘 요소에 의한 F 점의 수평변위 값

을 직선 보 요소에 의한 대응 값으로 나눈 값을 굽힘 변형 수정

계수(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Fig. 4에 보인 모델의 코너부 곡

률 반경 및 파이프 두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이들 두 수정 

계수를 계산하여 Table 2, 3에 정리하였다.

Fig. 4 Load and boundary conditions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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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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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식 수정

루프의 수평 변위가 주로 루프 각 구간의 굽힘에 의해 발생

한다고 가정할 때 굽힘 변형 수정계수( )는 두 모델링 방법

에 의해서 얻어진 파이프 루프의 축 강성 비(axial-stiffness 

ratio)의 역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선 보 이론

에 의해 (7)식으로 표현된 단위 루프의 강성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5)

한편, 파이프 직선부의 강성 은 (9)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16)

강성이 인 루프 n개와 강성이 인 직선부로 직렬 조합

된 파이프의 강성 도 (8)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17)

일반적으로 파이프 루프에 발생하는 법선 응력은 축 응력

( )과 굽힘 응력( )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선 

보 이론을 사용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축 응력이 아니

라 굽힘 응력이므로 (13), (14)식으로 표현된 최대 법선 응력 

후보값 중 굽힘 응력 부분에만 굽힘 응력 수정계수( )를 곱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8)

   

 



   

     

     
         (19)

5. 수정 설계식의 검토

Fig. 5와 Table 4에 보인 기하학적, 재료적 특성을 갖는 루프

와 직선 파이프의 혼합체인 1-block 모델에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수정 설계식을 적용하여 루프 코너 곡선부에 발생하는 

최대 법선 응력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2차원 쉘 요소를 이용

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설계

식의 정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설계식에 의한 최대 법선 응

력 계산에 있어서는 Fig. 5에 보인 모델에 설계 변위 하중 

46.88mm(박치모와 양박달치, 2009)를 적용하였고, 유한요소해

석에 있어서는 Fig. 5에 보여주듯이 본 파이프 시스템은 반쪽

짜리 루프와 길이 1,000mm짜리 직선 파이프의 조합이 네 번 

반복되는 형상을 가지므로 전체 1-block 모델의 기본 반복 단

위인 1/4 모델에 대해 전체 설계 변위 하중 46.88mm(박치모

와 양박달치, 2009)의 1/4인 11.72mm의 변위 하중을 적용하여  

MSC/NASTRAN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5.1 수정 설계식에 의한 계산

본 해석 모델에 대해   ,   이며 이 경우 각

Fig. 5 Modeling of a hydraulic oil pipe [unit: mm]  

      (현대중공업, 2007)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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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Table 2 및 3으로부터 굽힘 응력 수정계수( )는 1.38 굽힘 

변형 수정계수( )는 1.08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값을 가지고 

각각 (18), (19)식의 값을 계산하였더니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

                                        (21)

이들 두 최대 법선응력 후보값을 비교해 보면 최대 법선응력

은 루프의 상부 코너부에 발생하며 그 크기는  임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소개한 수정 이전의 설계식을 이

용하여 대응되는 두 최대 법선응력 후보값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22)

                                        (23)

5.2 MSC/NASTRAN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

본 논문에서는 앞서 수행한 설계식의 계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5에 보인 1/4 모델에 대해 전체 설계 변위 하중 

46.88mm(박치모와 양박달치, 2009)의 1/4인 11.72mm의 변위 

하중을 적용하여 각각 직선 보 요소와 2차원 쉘 요소를 이용

한 두 가지 유한요소해석을 MSC/NASTRAN으로 수행하여 상

부 코너부에 발생하는 최대 법선응력으로 각각 다음의 값을 

얻었다.

                                       (24)

                                       (25)

5.3 최대 법선 응력값의 비교

앞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최대 법선 응력 값들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shell요소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를 기준으로 수정 전 설계식은 -20.4%의 오차를 갖는데 반해 

수정 후 설계식은 +2.2%로 오차를 크게 개선하는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Maximum normal stresses calculated by various 

        methods (unit: MPa)

Design Formula FEM

Old New Straight beam Shell

138.68 178.09 139.09 174.23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이프 루프에 대한 이전의 설계식이 루프의 

곡선 코너부에 대해 직선 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정 설계식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얻은 최대 법선 응력 값을 MSC/NASTRAN을 이용한 유

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의 수정 설계식은 직선 보 이론으로 개발한 종래

의 설계식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굽힘 변형 수정계수와 

굽힘 응력 수정계수를 적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앞의 검토과정

에서 보여주듯이 상당한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2) 본 설계식의 문제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수정

계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Table 2, 3에 

상당 부분 정리하였으나 각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본 설계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루프 코너부 곡률과 파이프 외경의 비, 파

이프 두께과 파이프 외경의 비의 전 영역에 대한 수정계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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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NV-RP-F109 includes two design criteria with complicated process of on-bottom stability analysis. Two criteria of absolute and 
generalized lateral stability methods usually resulted in very different concrete coating thickness. This paper is to assess the detailed methodology 
and analysis process of on-bottom stability. Utilized design parameters were water depth, significant wave height, peak period, current speed, 

pipe soil interaction and soil parameters. Wave dominant and current dominant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used for the parametric study. In 
absolute lateral stability analysis, wave parameters are the most sensitive to result while current and soil parameter are less sensitive in shallow 
water. In generalized lateral stability analysis, soft soil and wave parameters are the most sensitive to result in intermediate and shallow water.  

1.Introduction

In subsea oil development, pipeline plays a role of 

transporting crude oil produced in oil well or oil products 

processed in on/offshore plant. In particular, pipeline 

deployed for deep sea oil field development is as long as 

hundreds of kilometers, and pipeline procurement and 

installation cost takes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otal project 

development cost. In general, pipeline is designed through the 

following 10 steps: 1.Route Selection; 2.Material Selection; 

3.Wall Thickness Calculation; 4.Coating Selection; 5.Thermal 

Expansion Calculation; 6.On-Bottom Stability Analysis; 7.Free 

Span Analysis; 8.Cathodic Protection; 9.Shore Approach; and 

10.Installation Analysis. Among the 10 steps, some can be 

skipped depending on project scope. In On-Bottom Stability 

Analysis, minimum concrete thickness required to maintain 

bottom stability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give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ubsea bottom conditions. As 

design codes for this application, DNV's RP-E305 "On-Bottom 

Stability Design of Submarine Pipelines" was conventionally 

used. In 2003, however, DNV published another design code 

with the same purpose, DNV-RP-109. In case of general 

design codes, once a new code is published, it tends to 

replace a previous one. Interestingly, however, when it comes 

to on-bottom stability, two codes are applied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ITT (invitation to tender) sent to DSME, it 

was found that, in two projects conducted in Southeast Asia, 

one applied DNV-RP-E305 and the other DNV-RP-F109. Thus, 

as an EPCI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Installation) contractor caring out subsea pipeline project, 

there was a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wo codes 

and the differences to reduce project risks and work with 

client more efficiently. For this end, comparative study of two 

codes was conducted based on the project. In a project 

selected for comparativ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sults 

of DNV-RP-F109 were more conservative. Moreover, there 

was a need to carry out parametric stud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DNV-RP-F109.  

  

2. Parametric Study

2.1 General Information

Main information used for analysis is summarized in 

table 1. 

Table 1  Pipeline Parameters

Location
Site 1 Site 2

1-1 1-2 2-1 2-2

Pipe Outer Diameter (mm) 460.0 

Pipe Wall Thickness (mm) 16.00 14.00 16.00 14.00

Corrosion Allowance (mm) 10.0 8.0 10.0 8.0

Corrosion Coating Thickness (mm) 3.2

Steel Density (kg/m3) 7,850.0

Corrosion Coating Density (kg/m3) 900.0

Concrete Coating Density (kg/m3) 3040.0

Max. Product Density (kg/m3) 77.9

Min. Product Density (kg/m3) 12.4

 As seen in Table 1, pipelines are installed in 2 sites, 

and each site is divided into two sub-sites. It was found 

that wall thickness or corrosion allowance of pipeline 

differed depending on site. In on-bottom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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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corrosion allowance was reflected only 50%. For 

conservative design, minimum product density was 

considered for pipeline. 

2.2 Analysis Conditions

Generally speaking, if not stated otherwise, on-bottom 

stability analysis is conducted for two conditions 

summarized in Table 2. The same conditions were 

applied for parametric study.  

Table 2  Analysis Conditions

Condition Wave Current

Current Dominant Condition  10-year 100-year

Wave Dominant Condition 100-year 10-year

2.2 Main Parameters

For parametric study, main parameters affecting 

analysis results were selected, and the value of each 

parameter was converted to a certain proportion for 

analysis. Key parameters used for analysis are 

summarized in Table 3 and Table 4. 

Table 3 Main Parameters for Current Dominant Condition

Parameter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Water Depth(m) 109.20 122.85 136.50 150.15 163.80

Hs (m) 4.40 4.90 5.50 6.05 6.60

Tp (m) 8.24 9.27 10.30 11.30 12.40

Current 
Velocity(m/s)

0.40 0.45 0.50 0.55 0.60

Friction
Coefficient

0.16 0.18 0.20 0.22 0.24

Soil 
Density(kg/m3)

1496 1683 1870 2057 2244

Undrained Shear
Strength (kPa)

17.60 19.80 22.00 24.20 26.40

Table 4 Main Parameters for Wave Dominant Condition

Parameter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Water Depth(m) 109.20 122.85 136.50 150.15 163.80

Hs (m) 7.12 8.01 8.90 9.79 10.68

Tp (m) 10.40 11.70 13.00 14.30 15.60

Current 
Velocity(m/s)

0.32 0.36 0.40 0.44 0.48

Friction
Coefficient

0.16 0.18 0.20 0.22 0.24

Soil 
Density(kg/m3)

1496 1683 1870 2057 2244

Undrained Shear
Strength (kPa)

17.60 19.80 22.00 24.20 26.40

3. Results and Discussions

 Parametric study was carried out by applying 

parameters stated in Table 3 and Table 4 as well as 

analysis conditions. The results were broadly analyzed for   

current and wave dominant condition. 

3.1 Results for Current Dominant Condition

  The followings are analysis results for current 

dominant condition (Fig. 1~Fig. 7). Required minimum 

thickness was expected to become thinner with  

increasing water depth. However, concrete thickness 

increased at water depth between 122.85m and 150.12m. 

It was found that this was because of increasing load 

coefficient in this range. 

 Fig. 1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water depths

 Fig. 2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peak periods

 Fig. 3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significant wave heights



 Fig. 4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current velocities

 Fig. 5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friction coefficients

 Fig. 6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significant soil densities

 Fig. 7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undrained shear 

strengths

  Under current dominant condition, sensitivity to current was 

very high as expected. If significant wave height increases, 

wave velocity also goes up, leading to more loads on pipeline. 

Therefore, required concrete thickness should increase. However, 

Fig.3 shows opposite results as load coefficient decreases for the 

concerned range.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friction 

coefficient, soil density and undrained shear strength on the 

results is relatively meager.  

3.2 Results for Wave Dominant Condition

  The followings are results under wave dominant 

condition (Fig. 8~Fig17). Fig.8 shows the results for 

different water depth. The result ranges from 150mm to 

30mm, which is much bigger than a variation of 20mm 

under current dominant condition. The same pattern 

was discovered for peak period as well. 

 Fig. 8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water depths

Fig. 9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water depths

Fig. 10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peak periods



 Fig. 11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significant wave 

heights

Fig. 12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current velocities

 Fig. 13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significant soil densities

Fig. 14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undrained shear 

strengths

4. Conclusions  

 Parametric study was conducted as to on-bottom stability for  

pipeline's bottom stability. Several parameters selected for this 

study include water depth, significant wave height, peak 

period, current velocity, friction coefficient, soil density, and  

unstrained shear strength. The following is an average 

variation for a given parameter fluctuation (10%). 

Table 5 Average change rate of the results

Parameter
Current 

Dominant 
Wave 

Dominant

Water Depth 14.0% 46.0%

Hs 4.6% 12.0%

Tp 12.0% 40.0%

Current Velocity 15.7% 7.3%

Friction Coefficient 1.65% 4.8%

Soil Density 1.1% 0.7%

Undrained Shear Strength 0.6% 0.5%

 

 Under current dominant condition, required concrete thickness 

changed 15.7% when current velocity changes 10%, which is 

the biggest variation. This was followed by water depth and 

peak period. Under wave dominant condition, results were 

very sensitive to water depth and peak period. Regardless of 

analysis conditions, sensitivity is very low for friction 

coefficient, soil density and undrained shear strength. In 

conclusion, engineers should pay attention to design 

information change such as water depth, significant wave 

height, peak period and current velocity in conduct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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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arry out a comparative study of on-bottom stability and find out differences between design 
codes. Two (2) design codes were used for on-bottom stability analysis of subsea pipelines. Conventionally, DNV-RP-E305 "On-Bottom Stability 
Design of Submarine Pipelines" published in October 1988 was used in order to calculate required concrete thickness. DNV also published 

another design codes, DNV-RP-F109, for on-bottom stability in October 2003. Because of the many uncertainties in the new codes, both of 
these two codes were widely used for the offshore pipeline projects. Pipeline design engineer should understand the different methodology and 
criteria in the two (2) codes. Environmental loads acting on subsea pipeline is calculated using several parameters such as wave/current velocity 

and drag/inertia coefficient. A significant wave is used for DNV-RP-E305, but a maximum wave with reduction factor derived from pipe 
embedment and soil resistance is used in DNV-RP-F109. Case studies with various parameters were performed to find out the reasons of the 
different analysis results. Wave dominant cases and current dominant operation conditions were also considered in this study. Results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and soil parameters. The required concrete thicknesses of DNV-RP-F109 are generally conservative 
than those of DNV-RP-E305.  

1.Introduction

In subsea oil development, pipeline plays a role of 

transporting crude oil produced in oil well or oil products 

processed in on/offshore plant. In particular, pipeline 

deployed for deep sea oil field development is as long as 

hundreds of kilometers, and pipeline procurement and 

installation cost takes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otal project 

development cost. In general, pipeline is designed through the 

following 10 steps: 1.Route Selection; 2.Material Selection; 

3.Wall Thickness Calculation; 4.Coating Selection; 5.Thermal 

Expansion Calculation; 6.On-Bottom Stability Analysis; 7.Free 

Span Analysis; 8.Cathodic Protection; 9.Shore Approach; and 

10.Installation Analysis. Among the 10 steps, some can be 

skipped depending on project scope. In On-Bottom Stability 

Analysis, minimum concrete thickness required to maintain 

bottom stability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give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ubsea bottom conditions. As 

design codes for this application, DNV's RP-E305 "On-Bottom 

Stability Design of Submarine Pipelines" was conventionally 

used. In 2003, however, DNV published another design code 

with the same purpose, DNV-RP-109. In case of general 

design codes, once a new code is published, it tends to 

replace a previous one. Interestingly, however, when it comes 

to on-bottom stability, two codes are applied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ITT (invitation to tender) sent to DSME, it 

was found that, in two projects conducted in Southeast Asia, 

one applied DNV-RP-E305 and the other DNV-RP-F109. Thus, 

as an EPCI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Installation) contractor caring out subsea pipeline project, 

there was a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wo codes 

and the differences to reduce project risks and work with 

client more efficiently. For this end, comparative study of two 

codes was conduct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Southeast 

Asian projects. 

2. Comparison Study

2.1 Project General Information

Main information used for analysis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1  Pipeline Parameters

Location
Site 1 Site 2

1-1 1-2 2-1 2-2

Case Number 1 2 3 4

Pipe Outer Diameter (mm) 460.00 

Pipe Wall Thickness (mm) 16.00 14.00 16.00 14.00

Corrosion Allowance (mm) 10.0 8.0 10.0 8.0

Corrosion Coating Thickness (mm) 3.2

Steel Density (kg/m3) 7,850.0

Corrosion Coating Density (kg/m3) 900.0

Concrete Coating Density (kg/m3) 3040.0

Max. Product Density (kg/m3) 77.9

Min. Product Density (kg/m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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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een in Table 1, pipelines are installed in two (2) 

sites, and each site is divided into two sub-sites. It was 

found that wall thickness or corrosion allowance of 

pipeline differed depending on site. In on-bottom stability 

analysis, corrosion allowance was reflected only 50%. For 

conservative design, minimum product density was 

considered for pipeline. 

Table 2  Environmental Data

Location
Site 1 Site 2

1-1 1-2 2-1 2-2

Case Number 1 2 3 4

Water Depth (m)  129.3 136.5

Hs (100 year, m) 8.9

Tp (100year, s) 13.0

Hs (10 year, m) 5.5

Tp (10year, s) 10.3

Current Reference Height (m) 1.0

Current Velocity (1 year, m/s) 0.4

Current Velocity (10 year, m/s) 0.4

Current Velocity (100 year, m/s) 0.5

Same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applied to all 

except for water depth. The difference of water depth 

between two sites is approximately 7m, and it causes  

different external forces acting on pipeline. Current 

reference height means height from subsea bottom. 

Table 3  Soil Data

Location
Site 1 Site 2

1-1 1-2 2-1 2-2

Case Number 1 2 3 4

Soil Type  Sand Clay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Static) 0.7/0.6 E305/0.2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Seismic) 0.08 0.11

Grain Size (mm) 0.5 0.0625

Unit Dry Soil Weight (kg/m3) 1880.0 1870.0

Undrained Shear Strength (kPa) 15.0 22.0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tes is 

soil type. Soil for site 1 is sand while soil for site 2 is 

clay. As for DNV-RP-E305,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of 

sand is 0.7 and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of clay is 

function of undrained shear strength.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DNV-RP-F109,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of 

sand is 0.6 while that of clay is 0.2.  

2.2 Analysis Conditions

Generally speaking, if not stated otherwise, on-bottom 

stability analysis is conducted for two environmental 

conditions summarized in Table4. For this study as well, 

the same conditions were applied for analysis.    

Table 4  Analysis Conditions

Condition Wave Current

Current Dominant Condition  10-year 100-year

Wave Dominant Condition 100-year 10-year

2.3 Design Codes

On-bottom stability analysis is composed of dynamic 

stability analysis, generalized stability analysis and 

simplified stability analysis. As for RP-F109, it's called as 

absolute stability analysis instead of simplified stability 

analysis. Dynamic analysis means time domain analysis 

using FEM. The result is accurate but it takes a long 

simulation time. To complement this disadvantage, 

dynamic stability analysis is conducted for a variety of 

analysis conditions, and the result is generalized, Then, 

generalized result is used, which is called as generalized 

stability analysis. Therefore, if environmental condition 

doesn't fall under range designated by design code, this 

method can not be applied. Simplified/absolute stability 

analysis makes up for this, and it is actually most widely 

used in real projects. Fig.1 is a flowchart of on-bottom 

stability analysis.   

Fig. 1  Flow Chart for On-Bottom Stability Analysis

In this research, environmental condition came under a 

range where generalized absolute analysis couldn't be 

applied, so simplified (RP-E305) and absolute (RP-F109) 

stability analysis were applied to compare results. Table 5 

shows design criteria and key factors of two design 

methods, which is also a cause of different result. As for 

passive soil resistance, it's not considered in simplified 



stability analysis of DNV-RP-E305 but considered in 

generalized stability analysis.

 

Table 5 Design basis of simplified/absolute stability analysis 

for RP-E305 and RP_F109 

Condition E305 F109

Design Criteria  up 20m No movement

Safety Factor 1.1 0.98 ~ 2.46

Soil Friction
0.7(sand)/Function

(Clay)
0.6(sand)/0.2(Clay)

Passive Soil 
Resistance

Not considered Considered

External Load 
Reduction 

N/A
Soil Permeability
Pipe Penetration
Trenching Effect

3. Results and Discussions

 For comparative study, in-house program use used to 

conduct on-bottom stability analysis for 4 conditions. The 

graph below demonstrates the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two codes.  

Fig. 2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current dominant 

condition

 Fig.2 shows that, as for current dominant condition, result 

differs depending on soil type. If seabed bottom is sand,  

concrete thickness of DNV-RP-F109 is somewhat thick. On 

the other hand, as for clay, difference between two codes is 

large. The reasons why thickness of DNV-RP-F109 is thinner  

under clay condition can be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load 

reduction effect caused by initial penetration and passive 

resistance used for analysis. In NV-RP-F109,  0.2 of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is suggested for clay, but in  

DNV-RP-E305,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changes according to 

undrained shear strength. In this study, lateral friction 

coefficient was around 0.1, so that of DNV-RP-F109 was 

twice higher. Load reduction effect caused by initial 

penetration and passive resistance are considered only for 

DNV-RP-F109. Initial penetration by submerged weight of 

pipeline was approximately 10mm, leading to reduced wave 

and current forces. Table 5 shows load acting on pipeline.  

Even though load reduction factor was considered, 

environmental loads of DNV-RP-F109 was higher than those 

of DNV-RP-E305. This was due to load coefficient.  Load 

coefficients used in DNV-RP-E305 and DNV-RP-F109 are 

summarized in Table 6 and Table 7. 

Table 5 Horizontal loads on pipeline

Case No. 1 2 3 4

DNV-RP-E305 (N/m) 80 80 90 88.5

DNV-RP-F109 (N/m) 82 82 92 98

  Table 6 Load Coefficients for DNV-RP-E305 

Drag Inertia Lift

DNV-RP-E305 0.7/1.2(Re<3x10
5) 3.29 0.9

Table 7 Load Coefficients for DNV-RP-F109

Case No. 1 2 3 4

Horizontal Load Coefficient 1.27 1.28 1.48 1.49

Vertical Load Coefficient 0.97 0.96 0.91 0.91

It was found that required minimum concrete thickness is 

thinner for DNV-RP-F109 mainly because of passive 

resistance. Table 8 shows passive resistance for each analysis 

condition. Passive resistance value is higher in Condition 3 

and 4 that correspond to clay. 

Table 8 Passive resistances 

Case No. 1 2 3 4

Passive resistance (N/m) 67.1 67.1 196.6 199.1

 Fig. 3 Required concrete thickness for wave dominant 

condition



  Table 8 Wave velocities for on-bottom stability analysis

Case No. 1 2 3 4

DNV-RP-E305 (m/s) 0.201 0.201 0.177 0.177

DNV-RP-F109 (m/s) 0.362 0.362 0.318 0.318

Table 9 Horizontal loads on pipeline

Case No. 1 2 3 4

DNV-RP-E305 (N/m) 140 140 143 143

DNV-RP-F109 (N/m) 243 245 217 219

 

 Fig.3 indicates analysis result under wave dominant 

condition. Unlike the results of current dominant 

condition,  two codes show big difference in sand type 

soil (analysis condition 1, 2), and values of  

DNV-RP-F109 are higher overall. This is because 

different wave velocity is used for two design codes on 

top of above-mentioned reasons (friction coefficient, load 

reduction effect, passive resistance). Wave velocity used 

in DNV-RP-E305 is significant wave velocity at water 

depth where pipeline is located while, in DNV-RP-F109, 

single wave velocity is used. Comparison of two wave 

velocity showed a gap of around 1.8 times (Table 9). 

This effect was especially remarkable in wave dominant 

condition with high wave velocity. This is because load 

is calculated by the sum of current and wave velocity, 

and, in case of current dominant condition, wave 

velocity is too small to affect total velocity. If you 

compare actual loads on pipeline stated in Table 9,  

you can see load is the highest under sand condition of 

DNV-RP-F109. Even though load is the highest in sand 

condition, required concrete thickness is smaller than 

that of clay due to the difference of friction coefficient. 

Based on the results, it can be inferred that unrealistic 

required concrete thickness might be calculated when 

on-bottom stability analysis is conducted by using 

DNV-RP-F109 for a project with shallow water depth or 

high wave velocity. Given the fact that the thickness of 

concrete coating is restricted in reality, cautions should 

be taken, and comparative study and sensitivity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apply DNV-RP-F109 to projects.  

4. Conclusions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DNV-RP-E305 and DNV-RP-F109 which are used for 

on-bottom stability analysis. A project underway in Southeast 

Asia was selected for comparative study. Analysis conditions 

were current dominant condition and wave dominant 

condition. Main results from comparative study is as follows:  

(1) In case of wave dominant condition, even though 

load reduction effect and passive resistance caused by 

initial penetration was considered, DNV-RP-F109 

required more conservative concrete thickness. One of 

main reasons is wave velocity. DNV-RP-F109 and 

DNV-RP-E305 use single wave velocity and significant 

wave velocity respectively. Under the same condition, 

single wave velocity is higher than significant wave 

velocity by approximately 1.8 times.  

(2) Since DNV-RP-F109 results are very sensitive to 

wave velocity, sensitivity study on environmental 

parameters such as water depth, cycle and wave height 

affecting wave velocity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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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collision analyses of burial cable protector under anchor collision. For the analyses, burial 

environment such as collision distance, the type of soils and burial depth was estimated. Dynamic finite element program, ANSYS WB Explicit 
STR was used to collision analyses of burial cable protector. This study focuses on two parameters that are considered two of the fundamental 
items for the design: the type of soils and burial depth.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present fundamental design criteria of burial cable 

protector.

1. 서    론  

해저케이블은 전원 및 통신 등의 설비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다수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도 많은 시공이 예상된다. 해저케

이블 구조물은 자연 및 인공상태에 대해 다양한 손상환경에 처

해 있다. 특히 설치 지역 부근에서는 양식 및 조업 작업의 목적

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항해가 많은데, 이러한 선박들의 앵커에 

의한 해저케이블의 손상위험이 있고 실제 사고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저케이블의 손상방지 및 케이블 구조물의 보

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보호공법이 시공되고 있는데, 대표적

인 방법으로는 매장공법(burial method)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 등이 있다.

해저케이블 보호공(submarine cable protector) 중에 매장공법

은 케이블쟁기(cable plough)로 해저지반에 케이블을 묻는 방법

이다. 이 기법은 널리 사용되고는 있으나 앵커충돌(anchor 

collision)과 같은 외부하중에 대해 케이블의 안전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고, 기초자료도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

장 보호공의 설계 및 시공이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저케이블 매설공사에 있어서는 어업활동이나 선박의 투묘, 

선박의 정박등 외부의 인위적 요인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저케이블을 예정된 루트에 따라 소정의 깊이로 안전하게 

확실히 매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저케이블의 매장깊이는 해저

면 저질과 어로활동 상황, 선박 앵커 및 투묘의 관입심도가 고

려되어야 하며 파랑의 영향으로 인한 모래층의 퇴적심도가 계절

적으로 변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최적 퇴적층을 기준으로 한 매

장깊이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Table 1은 일반적인 해저케이블 

매설공사시 적용되는 대략적인 매설심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보

다 정밀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박한일, 1995).

Table 1 Burial depths of submarine cable and application       

          criteria

Application criteria Burial depth

near waterfront where the use of the 
plough is difficult

0.5m ~ 1.0m

trawl fishing area

1.0m ~ 2.0man anchorage ground of small vessels 
and fishing port

an anchorage ground of medium sized 
vessels (harbors, rivers, etc)

2.0m ~ 3.0m

special area, such as dredging plan

3.0m 이상an anchorage ground of large vessels 
(harbors, etc)

본 연구에서는 앵커가 케이블이 매입된 지반에 낙하하였을 

때, 지반의 토질, 매입깊이에 따라 응력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박의 앵커충돌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앵커 및 지반을 유한요소모델(finite element 

model)로 구성하고, 토질의 성질 및 매장환경(burial environ- 

ment)에 따른 충돌해석을 통해 케이블의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충돌환경 산정  

2.1 앵커의 충돌거리

선박 앵커의 충돌해석을 위해 앵커의 충돌환경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앵커의 충돌거리 및 충격에너지, 초기속도 등을 앵커

의 자중과 항력, 부력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였다.

Table 2 Terminal velocity, impact energy and falling distance in  

        air with respect to drag coefficient

 Terminal velocity
(m/sec)

Energy
(J)

Falling distance in air
(m)

0.7 9.856 84755.29 4.32

0.8 9.219 74153.74 3.78

0.9 8.692 65918.13 3.36

1.0 8.246 59326.96 3.03

1.1 7.862 53930.14 2.75

1.2 7.528 49445.26 2.52

1.3 7.232 45633.34 2.33

1.4 6.969 42374.67 2.16

1.5 6.733 39553.29 2.02

1.6 6.519 37078.95 1.89

1.7 6.324 34893.87 1.78

항력계수에 따른 종단속도, 충격에너지 및 육상에서의 충돌거

리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항력계수가 0.7에서 1.7 사이 일 때 

지상에서의 최대충돌거리는 4.32m이다. 따라서 충돌시뮬레이션

에서 충돌거리를 5m로 간주하였다(우진호 등, 2010). 하지만 실

제 낙하충돌 거리를 수치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면 과도한 계산시

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의 경제성을 위

해 에너지 보존 법칙(Principle of energy conservation)을 이용, 

5m에서 자유 낙하하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초기속도 

9.899cm/sec를 산정하고, 지면과 접한 곳에서 앵커를 낙하시켰

다. 앵커의 충돌에 의한 케이블의 가장 치명적인 응력상태를 산

정하기 위해 앵커는 케이블의 바로 위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떨

어지는 상태를 가정한다.

2.2 지반 토질 및 매장깊이

본 연구에서는 매장환경에 따른 케이블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질토, 점성토 등의 토질의 종류, 케이블의 매장깊이

(burial depth)에 따른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토질의 종

류에는 점토, 느슨한 모래, 중간조밀한 모래, 조밀한 모래, 모래

와 자갈의 5가지 경우, 매장깊이는 1m, 2m, 3m의 3가지 경우에 

대해 검토한다.

3. 유한요소 모델링  

3.1 앵커 모델링

낙하 충돌 시뮬레이션을 위해 앵커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한

다. 충돌체의 대상구조물인 앵커는 총 중량 2.07t의 스톡 앵커로

서 형상 및 물성치를 Fig 1,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단, 충

돌해석 시에는 앵커의 충돌면 형상과 질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총 질량이 동일한 등가의 3차원 solid 요소 모델로 단순화하여 

구성한다. 낙하물체인 앵커는 강체로 취급하여 앵커의 파손이나 

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Fig. 1 Shape of stock anchor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tock anchor

Density (㎏/㎥) Young’s modulus (GPa) Poisson ratio

7850 210 0.3

3.2 지반 및 케이블의 모델링

지반은 3차원 soild 요소를 사용하여 변형가능체로 모델링 하

였다. 지반은 탄성체로 가정하였으며, 5가지 토질종류에 따른 물

성치는 아래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해저케이블 또한 3차원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변형가능체로 

모델링 하였다. 실제 케이블은 원형단면으로 되어있으나 지반에 

비해 케이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미소하므로 사각형 단면 형상

으로 모델링 하였다. 원형 단면형상으로 요소망을 구성할 시에 

적응적 체눈(adapted mesh)의 형성이 어렵고, 적응적 체눈을 구

성한다 하더라도 요소가 작아지고, 또한 요소수가 증가하여 

explicit dynamic 해석에서 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단면형상을 

단순화하여 사각단면으로 구성하였다.

해저 케이블은 구조부재가 아닌 송전을 위한 일종의 매개체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기준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해저 케이블의 내구력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

기고, 토질의 종류, 매장깊이에 따른 케이블의 최대응력 변화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케이블은 0.1×0.1㎡의 단면적을 가지며 

일반 구조용 강재의 물성치를 적용시켰다.

실제 지반을 경제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하여 지반의 측면에 임

피던스 경계조건을 도입하였다. 이는 지반이 앵커 충돌 지점에

서 무한이 뻗어나간다고 가정, 경계조건의 구속으로 인해 반사



되는 탄성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지반의 저면은 법선

방향 변위를 구속시켰으며 전체 구조물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1/2 만을 모델링하고 대칭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앵커, 지반 

및 케이블의 유한요소모델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유한요소해석

에 사용한 요소의 수는 앵커, 지반, 케이블에 각각 11, 18470, 63

개이다.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soils

Clay
Loose
sand

Medium
dense 
sand

Danse 
sand

Sand and 
gravel


(㎏/㎥)

1500 1900 1900 1900 2000

E
(MPa)

5 15 25 45 120

 0.35 0.3 0.3 0.3 0.25

Fig 2 Finite element model (burial depth 2.0m)

Fig. 3 Impedance boundary

4.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해석  

아래의 Fig 4는 느슨한 모래지반의 매장깊이 2m에 대한 앵커 

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로, 시간에 따른 지반과 케이블의 

Von-Mises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를 보면 앵커의 

낙하충돌에 대해 매장깊이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 응력이 전달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에는 지반과 케이블의 시간에 따른 Von-Mises응력이력

을 도시하였다. 먼저 매장깊이 2m의 경우에는 지반의 최대응력

보다 큰 응력이 케이블에 발생하였다. 하지만 매장깊이 3m의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응력이 지반에 발생한 최대응력보다 작

았다. 두 경우 모두 케이블이 최대응력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반

이 최대응력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렸으며, 2m의 매장깊

이에서 케이블이 최대응력에 도달하는 시간이 3m의 경우보다 

짧았다.

        (a) 0.1 sec                   (b) 0.2 sec

        (c) 0.3 sec                   (d) 0.4 sec

Fig 4 Contour of Von-Mises stresses of seabed and cable under

      stock anchor collision (loose sand, burial depth 2.0m)

 (a) burial depth 2.0m

 (a) burial depth 3.0m 



Fig 5 Stress probe of cable and soil (loose sand)

Table 5 Maximum Von-Mises stress and occur time of each case

Clay
Loose
sand

Medium
dense sand

Danse sand Sand and gravel

Burial 
depth
0.0m

Stress
(MPa)

226.1 213.4 202.9 170.4 147.1

Occur time
(sec)

0.02 0.015 0.015 0.015 0.01

Burial 
depth
1.0m

Stress
(MPa)

37.7 14.5 9.2 6.0 3.1

Occur time
(sec)

0.05 0.035 0.025 0.02 0.01

Burial 
depth
2.0m

Stress
(MPa)

6.8 2.9 1.7 1.3 1.4

Occur time
(sec)

0.075 0.055 0.04 0.03 0.015

Burial 
depth
3.0m

Stress
(MPa)

1.8 1.0 1.0 1.0 1.1

Occur time
(sec)

0.095 0.065 0.04 0.035 0.025

Fig. 6 Maximum Von-Mises stress of each case

3가지의 매장깊이에 대한 5종류의 지반 토질의 충돌 해석결

과를 Table 5, Fig 6에 도시하였다. 매장깊이에 따라 전달되는 

최대응력의 비를 산정하기 위해 매장깊이 0m에서의 결과도 함

께 도시한다. 결과를 보면 매입깊이 1.0m, 2.0m에서는 점토, 느

슨한 모래, 중간조밀한 모래, 조밀한 모래, 모래와 자갈 순으로 

케이블의 최대응력이 크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매입깊이 3.0m

에서는 토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최대응력을 나타

내고 있다. 최대응력의 비는 매장깊이 1.0m의 경우 16.67% 

~2.08%, 매장깊이 3.0m의 경우 0.79%~0.46%이다. 점토지반의 

경우는 응력의 감소가 다른 지반에 비해 작고 이는 점토지반에

서의 케이블 매립깊이를 결정함에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함을 나

타낸다. 조밀한 모래나 모래와 자갈의 경우에는 일정 매립깊이 

이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최대응력을 보인다. Table 5에는 최대

응력의 발생시간도 함께 나타내었다. 케이블의 최대응력은 매

입깊이가 얕을수록, 탄성파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발생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매장공법을 사용한 케이블 보호공의 충돌환경에 

대한 설계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3가지

의 매장깊이에 대한 5종류의 지반 토질에 대해 앵커충돌 시 발

생하는 케이블의 최대응력을 산정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입깊이 1.0m, 2.0m에서는 점토, 느슨한 모래, 중간조밀

한 모래, 조밀한 모래, 모래와 자갈 순으로 케이블의 최대응력

이 크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매입깊이 3.0m에서는 토질의 종류

와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최대응력을 나타내었다.

(2) 최대응력의 비는 매장깊이 1.0m의 경우 16.7%~2.08%, 매

장깊이 2.0m의 경우 3.0%~0.74%, 3.0m의 경우 0.79%~0.46%로 

산정되었다.

(3) 케이블의 최대응력의 발생속도는 매입깊이가 얕을수록, 

탄성파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발생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장 보호공의 설계규준에서는 토질의 

종류가 선박의 앵커 및 투묘의 관입심도에만 영향을 주는 설계

인자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토질의 

종류가 매입깊이에 따라 케이블에 전달되는 응력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설계시 토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정된 매입깊이가 과대 혹은 과소설계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입깊이에 따른 토압의 영향을 고려한 케

이블의 앵커 충돌 시뮬레이션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후    기  

본 연구는 BK21 사업팀 “해양항만 기반시스템 전문인력 양

성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박한일 (1995).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성 유지 방안”, 해양

안전학회 1995년도 정기학술발표회 논문집, pp 37-50.

안승환, 김동선 (2009). “해양환경특성에 따른 해저케이블 설

치 및 보호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5권, 제1호, pp 

25-32.

우진호, 나원배 (2010). “앵커 충돌 및 끌림에 의한 원통연결 

보호구조물의 최대 응답 해석”, 한국해양공학회지, 제24

권, 제 5호, pp 81-87.

우진호, 나원배, 김헌태 (2009). “아치형 해저 케이블 보호 구

조물의 앵커 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한국해양공학회지, 

제 23권, 제1호, pp 96-103.

이종석, 문봉수, 송상섭, 홍순명 (2009). “진도~제주간 HVDC

연계사업 해저케이블 보호공법 소개”, 2009년도 대한전기

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359-360

전상수, 김재민 (2008). “국내 및 미국 시공기준에 근거한 덕

타일 주철관 거동의 수치해석적 분석”, 2008 대한토목학

회 정기학술대회, pp 3057-3061

ANSYS Explicit STR tutorials (2010). 

Daniel Tscharnuter, Michael Jerabek, Zortan Major, 

Reinhord W. Lang (2010). “Time-dependent poisson’s 

ratio of polypropylene compounds for various strain 

histories”, Mechanics of time-dependent materials, Vol 

15, No 1, pp 15-28.

Hongzhou Li, Yixi Jia, Geni Mamtimin, Wei Jiang, Lijia An 

(2006). “Stress transfer and damage evolution 

simulations of fiber-reinforced polymer-matrix 

composites”,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A 425, 

pp 178-184.

KS V 3311 (2006) 앵커,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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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guided waves attenuation that propagates on buried steel pipe. For the investigation, we performed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experiment. Soil properties of numerical analysis were decided by soil model, determined by the degree of 

saturation. From the attenuation dispersion curves, obtained from DISPERSE, we decide excitation mode of model experiment. For the 
attenuation of model experiment, embedment length and existence of soil moisture were considered. From the results, it is shown that numerical 
result has higher attenuation that the experimental result. In addition, we found that linear extrapolation predicts higher attenuation than 

exponential extrapolation.

1. 서    론

배 은 물, 석유, 화학제품 등의 수송을 하여 리 사용되

어진다. 배 은 매체의 수송을 하여 긴 거리와 다양한 환경

에 걸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배 의 결함 탐지  상태 유지

를 한 주기 인 검사가 필요하다. 유도 음 를 이용한 비

괴검사법은 먼 거리에 걸쳐 되는 유도 음 의 특성으로 

이 라인의 검사에 합하다. 그러나 배 이 매립되어진 경

우 주변 지반으로 유도 음  에 지의 설이 발생하여 

거리가 지상 배 에 비하여 매우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Long 등(2003)은 매립배  내부의 유체

를 통해 되는 water-borne 모드를 이용하여  거리  

감쇠 분석을 수행하 으며, Kwun 등(2004)은 내부 유체에 

향을 받지 않으며 비분산 인 비틀림 모드를 이용하여 매립배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Lee 등(2010)은 포화도를 

변수로 하는 지반모델을 이용하여 유도 음 의 감쇠에 향

을 주는 지반의 특성( 도, 체 종 속도, 체 횡 속도)를 결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거리  후보 모드를 선정하 다.

본 연구는 매립상태에 따른 유도 음 의 감쇠 특성을 분석 

 측하 다. 이를 하여 내부가 비어있는 매립배 (air-filled 

and soil-surrounded pipe, A-P-S)의 매립길이와 매립토의 수분

교신 자 나원배: 부산 역시 남구 연3동 599-1번지

051-629-6588  wna@pknu.ac.kr

상태에 따른 유도 음 의 감쇠를 찰하 다. 이에 앞서 Lee 

등(2010)이 제안한 포화도를 변수로 하는 지반모델을 이용하여 

지반의 특성을 결정하고 이 특성을 이용하여 A-P-S 배 에 존

재하는 축 칭 유도 음  모드의 감쇠를 계산  분석하여 

가진 모드를 결정하 다. 마지막으로, 수치해석과 모형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증가된 매립길이에서 유도 음  모드의 감쇠

를 측하 다.

2. 수치해석

매립된 배 과 같이 배 의 경계가 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물성에 의해 배 에서 되는 유도 음 의 감쇠가 결정된다. 

본 연구는 Lee 등(2010)이 사용한 지반모델을 이용하여 지반의 

물성을 결정하 다. Fig. 1은 포화도에 따른 지반의 물성이다. 

Fig. 1(b)와 (c)의 체 횡 속도와 도는 포화도에 따라 증가 

는 감소가 거의 선형 이다. 이에 반해 Fig. 1(a)의 체 종 속도

는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다 포화도가 100%에 도달하는 순

간 격히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화도가 0, 50, 99, 100%일 

때의 지반의 물성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고, Fig 2와 같이 

Table 2와 3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A-P-S 배 의 200kHz 아래

의 주 수 역에 존재하는 축 칭 유도 음  모드의 감쇠분산

곡선을 상용 해석 로그램인 DISPERSE를 사용하여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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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wave velocity

(b) Shear wave velocity

Fig. 1 Acoustic properties of soil versus degree of saturation

Table 1 Soil properties at the selected degree of saturation

Degree of
saturation

[%]

Density

[Kg/m3]

Longitudinal 
wave velocity

[m/sec]

Shear
wave velocity

[m/sec]

0 1458 205 131

50 1683 191 122

99 1903 220 115

100 1908 1216 114

Table 2 Dimensions of steel pipe(mm)

Length Outside diameter Inside radius Wall thickness

3000 114 53 4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and air(at 20°C)

Material
Density

[Kg/m3]

Longitudinal
wave velocity

[m/sec]

Shear
wave velocity

[m/sec]

Steel 7932 5960 3260

Air 1.205 344 -

(a) Attenuation dispersion curves of L(0,1) mode

(b) Attenuation dispersion curves of L(0,2) mode

(c) Attenuation dispersion curves of T(0,1) mode

Fig. 2 Attenuation dispersion curves on air-filled and 

soil-surrounded steel pipe



Table 4 Minimum attenuation and its frequency with degree of 

saturation at certain frequency range(30 to 200kHz)

Mode
Degree of saturation (%)

0 50 99 100

L(0,1)
13.1dB/m 14.09dB/m 17.68dB/m 5.7dB/m

200kHz 200kHz 200kHz 65~78kHz

L(0,2)
5.01dB/m 5.39dB/m 5.76dB/m -

100~130kHz 88~160kHz 76~120kHz -

T(0,1)
8.91dB/m 9.58dB/m 10.21 dB/m 10.15dB/m

All frequency range

Fig. 3 Experimental set-up

L(0,1) 모드는 cut-off frequency인 16kHz 주 에서 감쇠가 

격이 증가한다. 하지만 지반이 완 포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0, 

50, 99% saturation)에 비해 완 포화된 경우(100% saturation)의 

감쇠 증가 폭이 작은 것을 Fig. 2(a)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L(0,2) 모드는 cut-off frequency 보다 높은 주 수 역에서 존

재하며,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그 감쇠 한 증가하는 것을 Fig. 

2(b)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종 모드(Longitudinal mode)는 

주 수에 따라 그 감쇠의 정도가 다른 반면, T(0,1) 모드는 주

수에 독립 이며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쇠가 증가하는 것을 

Fig. 2(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0~200kHz 주 수 역에서 각 모드

의 최소 감쇠와 최소 감쇠가 나타나는 주 수를 Table 4와 같이 

정리하 다. Table 4에서 L(0,2) 모드는 반 으로 낮은 감쇠를 

가지며, 낮은 감쇠를 가지는 주 수 역 한 넓어 A-P-S 배

에서는 가장 긴 거리를 가지며 가진주 수의 선택에 여유가 

있는 모드임을 알 수 있다.

3. 모형실험

3.1 실험장비 설정  매립상태의 변화

Fig. 3과 같이 모형실험을 구성하 다. 사각입사법(oblique 

incidence method)으로 유도 음 를 가진하고, 가진과 수신센

서를 사용하는 Pitch-Catch법으로 거리가 2000mm인 신호

를 취득하 다. 실험에 사용한 센서의 심주 수와 wedge의 

음  속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used equipments

Center frequency of sensor

[kHz]

Wedge velocity

[m/sec]

100 2720

Fig. 4 Buried condition changes

Fig. 5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s of axisymmetric modes 

propagates on air-filled and air-surrounded steel pipe

Fig. 4와 같이 매립상태에 변화를 두어 이에 따른 신호의 변화

를 찰하 다. 길이 1500mm, 폭 500mm, 높이 500mm인 토조

를 A, B, C 3개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이 상태에서 기 신호

(reference signal)를 취득하 다. 다음으로 각 구간을 모래(dry 

sand)로 채워 나가며 매립길이에 따른 신호를 취득하 다. 그리

고 각 구간에 물을 공 하여 매립토에 수분이 존재할 경우의 신

호를 취득하 다.

3.2 선택된 모드의 가진

상속도 분산곡선과 Snell의 법칙을 이용하여 L(0,2)모드를 

사각입사법으로 가진하 다. Fig. 5는 DISPERSE를 이용하여 계

산한 A-P-S 배 에 존재하는 축 칭 유도 음  모드의 상속

도 분산곡선이다. 센서의 심주 수 100kHz에서 L(0,2) 모드의 

상속도와 wedge의 음  속도를 다음 식 (1)과 같은 

Snell의 법칙에 입하여 입사각을 결정할 수 있다.

sin




sin




                                              (1)



Fig. 6 Amplitude of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 with 

respect to changes in buried condition

여기서 
과 

는 wedge의 음  속도와 가진 모드의 

상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한, 와 는 입사각과 방향

(=90°)을 나타낸다. L(0,2) 모드의 상속도와 wedge의 음  

속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입사각은 30°이다.

4. 수치해석  모형실험 결과

4.1 매립상태에 따른 신호강도 변화

수치해석  모형실험에서 얻어진 신호강도의 변화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실선은 모형실험 결과를, 선은 수치해석 결과

를 나타내며 기 신호를 기 으로 정규화 하 다. 

두 경우 모두 매립길이가 증가하면 신호강도가 감소한다. 하

지만 수치해석 결과에 비해 모형실험 결과의 신호강도 감소가 

작다. 매립토에 수분이 존재할 경우 수치해석 결과는 Fig. 2와 

Table 4와 같이 높은 포화도에서 더 큰 감소를 보인다. 모형실험 

결과 한 매립토에 수분이 존재할 경우 신호강도 감소가 크다. 

하지만 매립길이가 1000mm인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4.2 증가된 매립길이에 따른 감쇠 측

모형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매립길이를 3000mm로 증가시켰을 

때의 감쇠를 선형과 지수 으로 측하 다. 선형 측의 경우

매립토가 건조한 모래일 경우 수치해석 결과와 거의 유사하지만

젖은 모래일 경우 수치해석 결과에 비하여 낮은 감쇠를 가진다. 

지수 인 측의 경우 건조한 모래와 젖은 모래 모두 수치 모델

에 비하여 낮은 감쇠를 가지며, 선형 인 측에 비해서도 낮은 

감쇠를 가진다.

5. 결    론

수치해석과 모형실험을 통해 매립배 에서의 L(0,2) 모드의 

감쇠를 분석  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치해석과 모형실험 결과 모두 매립길이가 길어지고 지

반에 수분이 존재하면 감쇠가 증가한다.

Fig. 7 Amplitude prediction of experiment result with respect 

to changes in buried condition

(2) 수치해석이 모형실험 결과에 비해 더 감쇠가 크다.

(3) 매립길이를 3000mm로 가정하고 모형실험의 결과를 선형 

 지수 으로 측한 결과 선형 측이 더 큰 감쇠를 가진다.

(4) 매립토가 건조한 모래일 경우 모형실험의 선형 측과 수

치해석은 유사한 값을 가지는 반면 젖은 모래의 경우 수치해석 

결과에 비하여 작은 감쇠를 가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모형실험은 지반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에

에 비하여 낮은 감쇠를 가지지만 지반에 수분이 존재할 경우 감

쇠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매립길이를 길

게 가정했을 때의 감쇠를 모형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선형  지

수 으로 측한 결과 선형 측이 감쇠가 큰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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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an arch-type reinforced concrete under anchor collision. For the 

analysis, a dynamic finite element program, ANSYS AUTODYN, was used to examine the damage contour, displacement and stress of 
the arch-type submarine power cable protector. The RHT concrete material model are used for concrete modeling. Five collision points 
were considered. From the analyses, the effects of the collision location on the results (displacement and stres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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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새로운 해  이블 보호구조물의 개발에 따라 외부 충격에 

한 안정성을 검증하기 해 수치시뮬 이션이 요구되고 있

다. 일반 으로 구조물의 충돌해석의 경우 재료의 성질을 충분

히 고려한 재료모델의 선택과 사용이 요하다. 기존의 콘크리

트의 충돌해석에 한 연구는 부분 군사 인 목 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탄두의 고속충돌(Tham, 2005; 

Gran et al., 1997; Berg et al., 2004)과 폭발에 의한 콘크리트 

괴특성분석(Zhou et al., 2008)과 같이 고속충돌에 따른 콘크

리트의 거동해석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유 낙하하는 

앵커와 해  이블 보호공의 충돌은 상기의 연구에 비해 속

충돌이라는 차이 을 갖는다. 

최근 기존의 콘크리트 매트를 체하는 새로운 보호구조물

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정성 해석과 련하여 앵커 충돌

해석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유연 콘크

리트 매트의 충돌해석(우진호 등, 2008), 아치형 보호구조물의 

충돌해석(우진호 등, 2009)과 재료모델 변화에 따른 충돌 특성

해석(우진호와 나원배, 2011)이 있다. 그  우진호 등(2009), 우

진호와 나원배(2011)의 연구는 철근 보강을 고려한 보호구조물

의 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상기의 연구들은 앵커의 충돌 치를 보호구조물의 앙부

에 선정하여 앵커의 충돌 치 변화에 따른 충돌 특성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앵커의 충돌 치 변화에 

따른 아치형 해 이블 보호구조물의 충돌 특성 분석을 동  

유한 요소 해석 로그램인 ANSYS AUTODYN을 이용하여 수

행하 다. 

2. 유한 요소 모델링 

 

2.1 앵커  

본 연구에서 충돌체로 고려된 것은 Stock 앵커이다. 앵커의 

무게는 2ton이며 구조용 강제의 물성치를 고려하고 형상은 한

국 산업규격(KS)의 V3311(2006)을 기 로 모델링되었다. 충돌

에 의해 앵커에 발생하는 손상은 콘크리트에 비해 상 으로 

미소할 것으로 단되어 강체로 가정하 다. 모델링에 사용된 

앵커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2.2 아치형 보호 구조물  

아치형 보호구조물은 Fig. 1와 같이 8개의 노드를 가지는 

Solid요소로 모델링 되었다. 아치형 보호구조물의 경우 구조물

의 내부에 해 이블이 설치된다. 따라서 앵커 충돌에 의해 

직 으로 발생하는 해 이블의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앵커 충돌에 의해 아치형 보호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답해석만을 고려하 다.

Table 1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anchor and rebar

Density 

(kg/m
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ss

(MPa)

Anchor 7850 210 0.292 N/A

Rebar 7830 77 0.27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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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h-type cable protector modeling 

Fig. 2 Anchor collision points

아치형 보호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가정되었으며 

내부에 철근을 모델링하 다. 철근은 상하 피복 두께 75mm를 

가지고 상하 150mm간격으로 두 개의 철근망을 배치하 다. 고

려된 철근은 H25이며 철근의 배근 간격은 75mm이다. 철근은 

선형 탄성재료로 모델링되었으며 인장응력이 항복강도에 도달

하는 경우 괴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Table 1은 철근의 모

델링에 사용된 물성치를 나타낸다. 

2.3 RHT 콘크리트 재료모델 

RHT 콘크리트 모델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보호공을 모델링

하 다. RHT 콘크리트 모델은 Riedel, Hiermaier와 Thoma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취성재료인 콘크리트의 특성묘사에 합

한 재료모델이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5MPa로 모델링되

었다.  

2.4 앵커 충돌 시나리오 

앵커의 낙하 높이 10m를 고려하 으며 해석 시간 단축을 

해 낙하 높이에 상응하는 낙하속도를 앵커에 용하 다.

Fig. 2는 아치형 보호구조물의 상부에서 본 5개의 충돌 치

를 나타낸 것이다. 아치형 보호구조물의 심인 충돌 치 P1

을 기 으로 수평방향으로 각각 0.2m의 간격을 가지도록 충

돌 치가 선정되었다. 따라서 P2~5의 충돌 치는 아치형 보

호구조물의 반경인 1.6m를 100%로 보았을 때 심선을 기

으로 12.5%, 25%, 37.5%와 50%지 에 치한다.

3. 결과 비교 분석

3.1 손상 Contour

Fig. 3에서 7은 충돌 치 변화에 따른 아치형 보호구조물에 

발생하는 손상Contour를 나타낸다. 충돌 치 변화에 따른 

손상 Contour를 비교하 을 때 앵커 충돌부에 직 인 손상

이 발생하고 주변부에 손상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 충돌

치가 보호공의 심선에서 외부로 이동할수록 충돌부의 하

부보다는 상부로 손상의 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3.2 변

Fig. 8은 충돌 치 변화에 따라 충돌부에서 발생하는 변

를 나타낸다.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최  변 는 143mm로  

심선에 앵커가 충돌하는 경우(P1)이다. 충돌 치에 따라 발

생하는 최  변 는 충돌 치가 심선에서 보호공 반경의 

25%(P3)인 경우까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다가 25%를 지나

면 최 변 가 격히 감소하는 상을 보인다. 즉, 충돌 치

가 심선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반경의 25%) 멀어지는 경우 

충돌에 의해 직 으로 발생하는 변 가 격히 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Damage contour of arch-type cable protector (collision 

point : P1)

Fig. 4 Damage contour of arch-type cable protector (collision 

point : P2)



Fig. 5 Damage contour of arch-type cable protector (collision 

point : P3)

Fig. 6 Damage contour of arch-type cable protector (collision 

point : P4)

Fig. 7 Damage contour of arch-type cable protector (collision 

point : P5)

Fig. 8 Y-displacement of each collision case

Table 2 Principal stress of each collision case

Collision Point 1st Principal stress 3rd principal stress

P1 3.8 ∼ -0.4 MPa 0∼ -240 MPa 

P2 4.8 ∼-76 MPa 0 ∼-293 MPa

P3 5.2 ∼-64 MPa 0 ∼-363 MPa

P4 4.7 ∼-60 MPa 0 ∼-273 MPa

P5 4.4 ∼-69 MPa 0 ∼-242 MPa

Fig. 9 Maximum compressive stress of each collision case

3.3 주응력

  충돌부의 주응력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3차 주응

력의 최소값은 앵커의 충돌부에서 얻어졌다. 이는 앵커의 충

돌부에서 기 충돌에 의해 최  압축응력이 발생되기 때문

이다. 응력결과에서 충돌부의 인장응력의 경우 모든 경우에 

3.8~5.2MPa 사이의 작은 값을 가지며 이와 상 으로 압축응

력의 경우 –240 ~ -363MPa의 값을 가진다. 최  압축응력은 

충돌 치가 심선에서 보호공 반경의 25%(P3)인 경우에 발

생하 다. 충돌 치가 보호공의 심선을 기 으로 외부로 이



동할 경우 최  압축응력값이 증가하고 일정한 거리 이상(보

호공 반경의 25%) 멀어지는 경우 충돌에 의해 직 으로 발

생하는 최  압축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치형 해  이블 보호구조물의 충돌해석

을 통해 앵커의 충돌 치 변화에 따라 아치형 보호 구조물에 

발생하는 충돌 특성을 알아보았다. 

(1) 모든 충돌해석 결과에서 충돌부의 손상이 가장 크게 발

생하며 철근의 배근형상을 따라 손상이 된다. 충돌 치가 

심선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충돌부의 하부보다 상부로 

손상이 크게 되는 결과를 보인다. 

(2) 충돌 치가 심선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충돌에 의

해 발생하는 최  변 는 충돌 치가 심선을 기 으로 보호

구조물 반경의 25%의 거리까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다가 

25%를 과하는 경우 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최  변 는 143mm로 보호공의 심선에 앵커

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3) 충돌 치가 심선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충돌에 의

해 발생하는 최  압축응력은 심선을 기 으로 충돌 치가 

보호구조물 반경의 25%의 거리까지 증가하고 25%를 과하는 

경우 최 압축응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발생하는 최  

압축응력은 -363MPa이다.

참 고 문 헌  

우진호, 나원배 (2011). “재료모델 변화에 따른 아치형 해  

이블 보호구조물의 충돌 특성”, 한국 산구조공학회논

문집, 제 24권, 제 6호, pp 609-616.

우진호, 나원배, 김헌태 (2008). “유연콘크리트매트의 앵커충돌 

시뮬 이션”, 2008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 학술 회 논

문집, pp 344-347.

우진호, 나원배, 김헌태 (2009). “아치형 해  이블 보호 구

조물의 앵커 충돌 수치 시뮬 이션”, 한국해양공학회지, 

제23권, 제3호, pp 96-103.

Berg, V.S. and Preece, D.S. (2004), "Shaped charge induced 

concrete damage predictions using RHT constitutive 

modeling", International Society of Explosives Engineers, Vol. 

2 (in CD).

Gran, J.K. and Frew, D.J. (1997), "In-target radial stress 

measurements for penetration experiments into concrete by 

ogive-nise steel projecti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19(8), pp. 715-726.

KS V 3311. (2006). 앵커, 한국표 회.

Tham, C.Y. (2005), "Reinforced concrete perforation and 

penetration simulation using AUTODYN-3D", Finite Elements 

in Analysis and Design, 41, pp. 1401-1410.

Zhou, X.Q., Kuznetsov, V.A., Hao, H. and  Waschl, J., (2008), 

"Numerical prediction of concrete slab response to blast 

loa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Vol. 

35, pp. 1186-1200.



부유식 가두리 양식시설 임에 한 동  시뮬 이션

이선민*․나원배*․김헌태*

*부경 학교 해양공학과 

Numerical Simulation on Dynamic Response of Floating Fish Cag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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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age culture 가두리 양식, RAO 진폭응답함수, Mooring system 계류 시스템, Floating structure 부유 구조물,        
Regular wave 규칙 , Numerical simulation 수치 시뮬 이션 

ABSTRACT: Cage culture facilities that used for the purpose of fish farming are installed in the coastal or offshore, which exposed to a 
variety of marine environments. Fish cage mainly consist of frame part, net, and mooring system. Among them, the behavior of the frame part 

affects the survival and growth of fish. In addition, at break of the frame can be great damage such as loss of fish. Therefore, to understand the 
mechanical behavior of the cage frame is important step before design of cage system.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numerical simulation to get 
dynamic response of a square cage under wave forces. In addition, the structural stability was investigated by performing static analysis of the 

frame.

1. 서    론

가두리 양식 산업은 조피해와 고  어종의 안정 인 생산을 

이유로 내만 주양식에서 외해 양식으로 환되고 있다. 외해

는 내만이나 연안에 비해 양식 시설에 직  피해를  수 있는 

큰 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해의 환경하 에 항 할 수 있

는 유연한 재질의 고 도 폴리에틸 (PE) 이 를 사용하거나, 

랑 하 을 완화 시키는 부침식, 수 식, 반 잠수식 가두리 등 

다앙한 가두리 양식 시스템이 개발되어왔다. 

가두리 양식 시설은 크게 임부, 그물부 그리고 계류 시설

로 구성되며 이  임의 거동은 양식 어류의 생존과 성장에 

향을  뿐만 아니라 손 시 양식 어류의 유실과 같은 큰 피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두리 임의 거동을 악하

는 것은 설계  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랑하 이 작용할 때 정사각형 가두리 임

의 동 거동을 수치 으로 해석하 다. 랑하 의 향, 주

수에 따른 가두리 임의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를 계산하 으며, 계류된 가두리 임의 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에 한 시간 역 변 를 시뮬 이션을 통해 계산하

다. 한 가두리 임에 작용하는 랑에 의한 압력을 통해 

가두리 임의 정 해석을 수행하여 임의 구조 안정성을 

검토 하 다.

교신 자 나원배 : 부산 남구 연3동 599-1번지

051-629-6588   wna@pknu.ac.kr

2. 수치해석

수치 시뮬 이션에서 모델링한 가두리 임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10m×10m 정사각형 임을 사용하 다. 깊이는 10m

이고 각 부재는 외경 150mm, 내경 120mm의 원형 이 를 사

용하 으며 모델은 Fig. 1에 나타내었다. 가두리 임의 계류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4개의 와이어 계류 라인에 의한 4  수

선 계류방식을 사용하 다.

사용된 계류 라인 이블의 물성치를 Table 1에 나타내었고, 가

두리 임의 데이터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임의 변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150mm120mm

Fig. 1 Shape of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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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Mass per unit length [kg/m] 2

EA, stiffness [kN] 4850

Diameter [mm] 30

0

9
0

Y

X

(a) Top view (b) Front view

Fig. 2 Mooring configuration

Table 1 Characteristic of Mooring cable

Parameter Value

Displacement [m3] 17.0812 

Dratft [m] 10

VCG [m] -5

VCB [m] -6

No. of moorings 4

Water depth [m] 50

Table 2  Numerical model data of square frame

Depth [m] Wave height [m] Period [s] f [Hz]

50 3 10 0.1

Table 3 Wave environment parameters

                      (1)

여기서 M과 A, B, C는 각각 질량, 부가 질량, 감쇠계수, 복원력 

계수를 나타낸다. 는 하 이며   ,  ,  는 각각 부유구

조물의 6자유도에 해당하는 가속도벡터, 속도벡터, 변 벡터를 나

타낸다.

임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루드-크릴로  힘(Froude-Krylov 

force)과 산란력(Diffraction force), 방사력(Radiation force), 항력

(Drag force)의 합으로 나타나며 식 (2)와 같이 표 된다.



 





 










           (2)

 

(a) Wave Period = 8sec

(b) Wave period = 14sec

Fig. 3 Response amplitude operators by wave direction

여기서 

, 


 부가 질량 계수, 항력 계수를 나타내고 은단

 길이 당 부피, D는 직경, V는 상 속도, 

와 는 각각 수립

자의 가속도, 물체의 가속도를 나타낸다.

시계열 변 와 계류라인의 인장력해석에서 사용한 랑하 은 

주기 10s를 가지는 규칙 로 가정하 다. 자세한 랑 인자는 

Table 3와 같다.

3. 수치해석 결과

3.1 가두리 임의 RAO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해 가두리 임의 RAO를 계산하 다. 

RAO는 6개의 자유도의 운동의 진폭을 그에 상응하는 의 진폭

으로 나  무차원 항을 나타낸다. Fig. 3(a)는 8s의 주기, Fig. 3(b)

는 14s의 주기를 가질 때 향에 따른 RAO를 나타내고 있다.

 랑의 주기가 8s에서의 RAO는 주기가 14s에서의 RAO 보다 

35% 낮게 나타났다. X방향의 RAO는 0°에서 최 값, 90°에서 최

소값을 가졌고, Y방향의 RAO는 90°에서 최 값 0°에서 최소값이 

나타났다.  Z방향의 RAO는 의 방향과 상 없이 일정한 값이 

나타났다.



(a) Wave direction = 0°

(b) Wave direction = 45°

Fig. 4 Response amplitude operators by wave direction

Fig. 4는 각각 0°, 45° 향에서 랑의 주 수에 한 가두리 

임의 RAO를 나타낸다. 향 45°에서 X, Y 방향의 RAO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주 수 0.272Hz(주기 3.67s)의 랑

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으며 이후 증감이 반복되는 형상을 

띄었다.

X, Y 칭 모델이므로 향 0°, 90°의 X, Y 방향 RAO 값은 

서로 칭이며 최 값은 2.08이다. 향 45° 방향의 X, Y 방향의 

RAO의 최 값과 비교 하 을 때 향 45°시의 RAO 값이 약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 45°시 Z 방향 RAO는 최소값

이 나타나는  주 수 0.272Hz 이후로 향  0°, 90°보다 낮게 

나타났다.

3.2 가두리 임의 시간 역 거동

실제 가두리 임의 시계열 거동은 RAO 값과 계류 시스템에 

의해 계산된다. 고 3m, 주기 10s의 규칙 에 한 가두리 

임의 시간 역에 한 운동은 향 45°시  Fig. 5와 같이 나타났

다.

Table 4에 각각의 향에 한 변 의 최 값을 정리하 다.  

향이 45°시 Z 방향의 모션의 최 값은 -2.94m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향 90°시 -3.91m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  

(a) Time histories of X direction motion

(b) Time histories of Y direction motion

(c) Time histories of Z direction motion

Fig. 5  Time histories of directional motion by 45° wave 

향 0°, 90°의 Z 방향의 최  변 는 향 45°의 최  변 에 비

해 각각 20%, 25% 높게 나타났다.  

 

3.3 계류 라인의 인장력

고 3m, 주기 10s의 규칙 에 의한 시간 역에서의 계류 라

인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임의 거

동과 마찬가지로 랑이 임과 수직 하게 작용 할 때보다 45° 

방향으로 작용할 때 최  인장력이 작게 나타났다. 



Property Value

Density [kg/m3] 950

Young's modulus [MPa] 1100

Poisson's ratio 0.42

Yield strength [MPa] 25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polyethylene

Wave direction

[°]

Motion of X 

[m]

Motion of Y 

[m]

Motion of Z 

[m]

0 13.1 3.19 -3.64

30 12.2 10.04 -3.55

45 10.04 9.68 -2.94

60 8.88 12.1 -3.34

90 6.52 12.8 -3.91

Table 4 Maximum motion of directional component by 

wave direction

 

Wave direction [°] Maximum tension [kN]

0 185.14

45 172

90 207

Table 5 Tension of mooring line

3.3 계류 라인의 인장력

고 3m, 주기 10s의 규칙 에 의한 시간 역에서의 계류 라

인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임의 거

동과 마찬가지로 랑이 임과 수직하게 작용 할 때보다 45° 

방향으로 작용할 때 최  인장력이 작게 나타났다. 

3.4 가두리 임의 정 해석

고 3m, 주기 10s의 규칙 를 용한 가두리 임에 작

용하는 압을 계산한 결과 45° 향의 랑의 상각 150°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 이 압을 정  해석 모델에 용하

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하 다. 정  해석에서 사용

된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6과 같다.  

계산 결과 Fig. 6과 같이 부재의 연결부에서 최 값 

8.73MPa, 수직 부재에서 최소값 60.5kPa의 응력이 나타났다. 

발생한 최  응력은 재료 항복응력의 35%로 나타났다.

Fig. 6  Maximum stress under wave pressure

4. 결    론

수치시뮬 이션을 통해 정사각형 가두리 임의 동  특성

과 시간 역에서의 방향별 거동, 이블의 최  인장력을 계산

하고, 최  압으로 정 해석을 수행하여 응력을 계산하 고 

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향이 가두리 임의 수직 방향인 0°, 90°로 작용할 때 

보다 향이 가두리 임의 45° 방향으로 작용할 때 RAO가 

30% 낮게 나타났다.

(2) 랑의 일정 주 수 혹은 일정 주기까지 RAO는 감소하

고 이후에는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띄었다.

(3) 향이 가두리 임의 수직 방향인 0°, 90°에 비해 향

이 가두리 임의 45°방향으로 작용할 때 Z방향의 최  거동

과 계류 라인의 최  인장력은 작게 나타났다.

(4) 고 3m, 주기 10s 의 규칙 를 용했을 때 최  압은 

랑 상각 150°에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정  해석결과 최

값 8.73MPa로 재료의 항복응력의 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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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stiffened plates are integral part of all kinds of structures such as ship and offshore oil platforms. Holes are 
unavoidable and absolutely reduce the ultimate strength of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ackage, ABAQUS, is 

us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unstiffened plate with rectangular hole. The form of rectangular is divided into two cases. In case1, 
hole’s depth is constant, but hole’s width is variable. On the contrary, hole’s width is fixed and hole’s depth is different. Besides, 

for the two different form hole, the effect of plate slenderness ratio (), area ratio of hole (AR) and position ratio of hole (PR) on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hole under axial compression are presented. It is found that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case1 hole varies much more with plate slenderness ratio () and hole area ratio (AR) than case2 hole. However, for case1, position 
of hole (PR) almost has no effect on the ultimate strength, whereas, regarding case2, the influence of hole position (PR) depends on 

the plate slenderness ratio (). Based on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three design formulae are not only developed but also approved 
reasonably for the practical engineering design.

1. Introduction 

  Stiffened and unstiffened steel flat panels form the basic 

members for the deck structure and habitation units in 

offshore as well as ship structure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se elements is very significant from the design and safety 

viewpoint since local buckling and collapse of plate is a basic 

failure mode. A typical ship deck in between the bulkheads 

and deep longitudinal components is shown in Fig. 1. Since 

the bending rigidities of the boundary edges of plates in 

between transverse frames and longitudinal stiffeners are 

quite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plate itself and the 

rotational restraints along the plate edges can be measured to 

be small for plate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the plate 

elements in the current study are considered as simply 

supported along all the edges.

Fig. 1 A typical ship deck in between the bulkhead

  

  Holes are necessitated for piping, ducts and other 

accessories for maintenance purposes. In practice, the holes 

are generally located in the plate such that, center of hole 

coincides with the center of plate or along longitudinal 

direction. 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above rules. 

Thus the case of position of holes changed along transverse 

direction also must be taken into account. Rectangular hole 

and circular hole are common types, in this study, only 

rectangular hole is considered. 

  It is evident that hole reduces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and a lot of literatures on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different holes and subjected to various load are 

presented, e.g. Khaled et al. (2004) employed finite element 

method to determine the elasto-plastic buckling stress of 

uniaxial loaded simply supported square and rectangular plates 

with circular openings. Kunar et al. (2007) used the 

commercial package-ANSYS to analysis ultimate strength of 

square plate with central rectangular opening along the 

loading direction under axial compression. Mohtaram et al. 

(2011) studied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buckling in rectangular steel plates with groove –shape cut 

out and clamped supported at upper and lower ends and free 

supported in the other ends. However,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lack of studies on the ultimate strength of square 

plate with varying position holes under axial compression. In 

the condition of having no impact on design functio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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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ignificant to know where to cut the holes so that the 

ultimate strength is reduced least. Additionally, Cui (1998) 

illustrated tha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the most frequent answer to the method for determining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s accurately is the use of finite 

element method (FEM)”. However, FEM is time consuming 

and this is not favored by designers. Therefore, convincing 

design formulae for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hole are 

still in urgent need for the designer.

There are several merits over fruits mentioned before. 

First of all, as a special case, longitudinal hole (as defined 

below) is taken into account; Secondly, The influence of hole 

location to the ultimate strength is presented; the design 

formulae proposed here has enough precision for engineering 

application and can be employed in practice.

2. Nonlinear Finite Element Study

  Toulios and Caridis (2002) proposed that ultimate strength 

of unstiffened plate without hole to be maximum for an 

aspect ratio of    , therefore, an unstiffened plate of 

size 500mm×500mm(× ) i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urrent study. Plate slenderness ratio is defined as

 








, which in the practical range of 1.0-4.5 is used 

in ship construction, by keeping width of plate (B) constant 

as 500mm, and varying thickness of plate (t) as 5mm, 6mm, 

8mm, 10mm, 12mm and 15mm to obtain above right range. 

Rectangular hole is provided into two main cases as shown in 

the Fig.2. The case1 can be called transverse hole, where 

the depth of hole (a) is kept constant as 100mm, and the 

width of hole (b) is varied as 5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and 450mm. On the other 

hand case2 can be called longitudinal hole, where the width 

of hole (b) is kept constant as 100mm and the depth of 

hole(a) is varied as 5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and 450mm. Area ratio (AR) of 

rectangular hole is defined as the ratio of hole area () to 

area of plate (). For the present study, the area ratio (AR)  

is varied as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and 

0.18. Position ratio (PR) of rectangular holeis defined as twice 

the ratio of distance between plate center and hole center 

(x) to the edge length of plate (or ) as shown in the Fig. 

3. Here, the half-length of plate edge is 250mm, thus the 

position ratio is varied as 0, 0.2, 0.4, 0.6 and 0.8. The yield 

strength of plate() is assumed as 250  with Young’s 

modulus of elasticity (E) as ×  and Poisson’s ratio 

() of 0.3. As explained in fore section, all the ends of the 

plate are assumed to be simply supported. The unloaded ends 

are allowed to deform in-plane but remain straight. This is 

achieved by coupling the deformation of nodes in that 

direction. This condition is to generate the actual situation of 

unstiffened plate between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tiffeners.

 

           (case1)                     (case2)

Fig. 2 Unstiffened plates with center rectangular hole

Fig. 3 Definition of position ratio (P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ackage, ABAQUS, was used 

to model, analysis and post processing of unstiffened plate 

with rectangular hole under uniaxial compression. Modeling of 

unstiffened plate involves generation of two square plates of 

size 500mm×500mm and a×b (hole depth×hole width) 

respectively. Using the “cut geometry” option available in 

the “Merge/Cut Instances” operation under the 

“Assembly” part, the rectangular area is deleted. Thus the 

geometry of an unstiffened plate with rectangular hole is 

developed. The unstiffened plate was discretized into a mesh 

consisting of quadrilateral elements which are eight nodes, 

reduced iteration, and doubly curved shell. The element has 

six degrees of freedom per each node: three translations ( , 

 and ) and three rotations ( ,  and ). All the 

nodes along the boundary are restrained for deflection and 

rotation in vertical direction ( and 
). Additionally, all 



the nodes along unloaded (longitudinal) edges are coupled for 

in-plane displacement (

) to make sure that the 

displacement along the plate end is uniform. All the nodes 

along loaded edge are MPC constrained in one reference 

point, in which the displacement loading is applied.

  Both geometric and material nonlinearitie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Large displacement option is activated in 

geometric nonlinear analysis. Material nonlinearity was 

modeled using an incremental plasticity theory assuming the 

material to be elastic-plastic. No measurement was made to 

determine the initial distortion of plate. The nonlinear 

calculation type is “Static, Riks”, maximum number of 

increments is 100, initial and minimum values of “Arc length 

increment” are 0.1 and 1e-12 respectively. The mesh size is 

selected as 25mm×25mm balancing the calculation 

convergence and consuming time, more details can be found 

in literature written by M. Sun eel Kumar, 2007.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comparison with published result (M. suneel Kumar 

et al., 2007) is shown in Fig. 4. We can found the error rate 

between published results and present results is so small that 

we can trust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and results.

Fig. 4 Comparison with results of Kunmar et. al. for the    

         transverse center hole case

  Fig. 5 is the effect of plate slenderness ratio on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transverse center hole for varied 

area ratio of hole. It is observed that, for slenderness ratio 

of 1.18~3.54 and area ratio of more than 0.12, the specimens 

with transverse center rectangular hole fail by yielding. 

Otherwise, as plate slenderness ratios are less than 1.47, they 

still fail by yielding irrespective of area ratio of hole. 

Specimens with longitudinal hole do not fail by yielding, and 

their ultimate strength change a little for different hole area 

ratio.

  Fig. 6 shows the effect of area ratio of hole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both case1 and case2 for varying 

plate slenderness ratio. It is observed that the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longitudinal hole changes a little 

with varying AR, however, for specimens with transverse 

hole, the ultimate strength changes a lot for different AR. 

Also, it is also found that when plate slenderness ratio is less 

than 1.77, the variation of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transverse hole is linear while the variation is nonlinear for 

plate slenderness ratio more than 1.77.

Fig. 5  Effect of plate slenderness ratio () on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transverse hole for     

          varied hole area ratio (AR) 

  

Fig. 6  Effect of area ratio of hole on the ultimate         

           strength of both transverse and longitudinal hole  

           for varied plate slenderness ratio

 



 Regarding opening area ratio of 0.04, the effect of 

position ratio on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both 

transverse and longitudinal hole for varied plate slenderness 

ratio is shown in Fig. 7 As indicated in this plot, the ultimate 

strength varies a little with respect to PR in case of 

specimens with transverse hole. By contrast, the change is 

very high for specimens with longitudinal hole. For   3.54, 

2.95, 2.21, 1.77 and 1.47, the corresponding variance ratio of 

case2 is 23.04%, 19.93%, 11.21%, 4.58% and 0.84%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opening position 

ratio on the ultimate strength of specimens with longitudinal 

hole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plate slenderness ratio 

is more than 1.77.

Fig. 7 Effect of position ratio on ultimate strength for      

          specimens with AR of 0.04

4. Design Formulae Fitting

  Empirical formulae are significant when basis of theory is 

still impractical for engineering products design. One such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engineering data is 

regression analysis. For the present study, the formulae to 

predict the strength reduced coefficient (



) of plate with 

rectangular hole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1) Ultimate strength for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18~3.54 with transverse hole;

2) Ultimate strength for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18-3.54 with longitudinal center hole (PR=0) and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77-3.54 with case2 side hole (≠); 

3) Ultimate strength for plates of slenderness ratio 

1.18-1.77 with longitudinal side hole (≠). 

The effect of yield stress () and Young modulus of 

elasticity (E) of the plate can be taken care in the 

calculation of plate slenderness ratio (), consequently, for 

the first and second types, the equation to predict the 

strength reduced coefficient (



) can be the function of 

plate slenderness ratio () and plate hole area ratio (AR), 

however, for the third type, the equation to predict the 

strength reduced coefficient (



) should be the function of 

plate slenderness ratio () , plate hole area ratio (AR) and 

hole position ratio (PR). 

Center Opening ()

Transverse 

opening










(1)

Longitudinal

opening







   (2)

Side Opening (≠）

Transverse 

opening
Same as centrally Hole

Longitudinal

opening

Same as centrally hole ,  




,    

        ≥                   (3)

Define 
 



as the value obtained by above formulae 

and
 



as the value obtained by numerical calculation. 

Comparison between them is shown in Fig. 8~10. In Fig. 8 

and Fig. 9, the dots indicate the numerical value while the 

surfaces represent Eqs. (1) and (2). The ratios 
 



of  to 


 



provide a mean of 0.983, 1.012 and 0.984 together 

with 2.84%, 1.72% and 9.9% COV respectively for Eqs. (1), (2) 

and (3) .The mean and COV of design formulae are quite 

good thus all of them are reasonable for practical engineering 

design.



Fig. 8  Comparison of Eq. (1) with numerical results

Fig. 9 Comparison of Eq. (2) with numerical results

Fig. 10 Comparison of Eq. (3) with numerical results

5. Summary and Conclusions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two different types 

cutout (case1 and case2) under uniaxial compression can be 

found in this paper. Furthermore, the effect of opening 

position on ultimate strength is presented and the design 

formulae considering all influence factors are proposed.

Variation of ultimate strength with different slenderness 

ratio () and hole area ratio (AR) for the plate with 

transverse hole (case1) is much higher than the plate with 

longitudinal hole (case2). For all slenderness ratio of 1.18~3.54 

and area ratio of more than 0.12, the specimens with 

transverse center rectangular hole fail by yielding. Moreover, 

as plate slenderness ratios are less than 1.47, they also fail 

by yielding irrespective of hole’s area ratio. Further, when 

plate slenderness ratio is less than 1.77, the variation of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transverse hole is linear while 

the variation is nonlinear for plate slenderness ratio more 

than 1.77. Hole position ratio (PR) almost has no effect on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transverse hole, however, 

the influence of it on the ultimate strength of plate with 

longitudinal hole depends on the plate slenderness ratio (): 

when is less than 1.77, the influence can be neglected, else, 

the influence must be considered. Through comparison of 

predicting formulae with numerical results, the equations 

pr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practical engineering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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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damaged ship's hull girders against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when damaged. Several cas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examine the reduction rate of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with varying damage area and location through the non-linear structure analysis using the commercial package. Based on the 
present numerical results, proposed is the simplified method to predict the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rectangular box girders 
under damaged state.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has been carried for the hull girders under damaged state to examine the reduction 

rate of structural safety when damaged, for which advanced level 2 method is applied.

1. 서    론 

선박을 설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선박의 일생동안 모든 안전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및 유지보수 등 각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용하여 

선박이 설계 수명 동안은 안전하도록 검토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손상의 정도 및 위치에 따른 잔류최종강도의 

변화 경향을 좀 더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D/H Tanker에 대한 손상위치와 범위를 다

르게 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손상위치와 범위

를 다르게 하여 얻어지는 최종강도의 값을 굽힘 강성의 손실 측

면에서 비교하여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추정식을 

기초로 선체의 파괴상태를 나타내는 식인 한계상태 식(Limit 

state function)을 정의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손

상에 따른 신뢰도 지수를 얻어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손상에 정

도 및 위치에 따른 파괴 확률의 변화를 얻어내어 파괴의 영향력

을 추정하였다.

2. 기존 연구 검토 

비손상시 선박의 최종강도 해석에 탄소성 대 변형 유한요소 

해석은 Chen 등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Chen, 1983) Lee는 

Box Girder에 대하여 최종강도 평가에 대한 간이 추정식을 제

안하고, 제안된 식과 신뢰성 기법을 바탕으로 최종강도를 고려

한 선박 중앙단면의 최적설계적용 사례를 발표한 바 있

다.(Lee, 1989) 

이후 비손상시 선박의 최종 강도를 추정하는 간단한 설계식

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Frieze는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회구분석으로 설계식을 유도하였다.(Frieze, 1991)

손상된 선박의 손상 정도와 위치에 따른 잔류 최종강도를 

추정하는 설계식은 최근에 이르러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제안된 바 있다.(Wang, 2002)

Wang은 좌초나 충돌손상에 따른 선박의 종강도 감소율을 

이론적 해석 방법에 의거하여 단면계수(Section modulus) 감소

율로서 표현하였고, 선체와 폭의 손상된 부위에서 비가 단면계

수에 영향을 주는 형태의 식으로 제시 되었다. 하지만 각 손상

의 정도를 변수로 다룰 수는 있으나 같은 부위의 손상에서 손

상 위치를 다루지 않았다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존재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위치도 고려할 수 

있는 추정식을 얻기 위하여 D/H tanker에 대하여 비선형 해석

을 하여 적절한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3. 최종굽힘강도

3.1 Finite element modeling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강도 해석 방법 중 상용프로그램 

ABAQUS를 사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은 기

하학적인 비선형성과 물성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비선형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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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굽힘 모멘트에 대한 최종강도를 계산하

였다.

해석 D/H tanker의 주요치수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 of analysis D/H tanker model

Length O.A 243.8m

Breadth Moulded 42.0m

Depth Moulded 21.3m

해석 모델의 범위 Fig. 1은 선체 중앙부분을 선택하였다. 

해석 모델의 길이는 중앙부 화물창 전체를 해석하면 가장 

바람직 하지만 해석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

하는 손상의 길이가 선체 길이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해석 

모델의 길이는 횡부재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손상의 정도는 Table 2와 같이 손상위치를 명시 하였으며 손

상정도는 비손상일 때를 대비하여 각 손상경우에 대하여 손상

율로 나타내었다. 각 위치별 Damage의 명칭이 길어 앞에 대문

자만을 따서 Bottom damage와 같은 경우는 BD로, Side 

damage와 같은 경우는 SD로 줄여 명시하였다. Fig. 2, Fig. 3은 

선박의 반폭에 대하여 손상위치만을 나타내었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ing of the present D/H tanker

Table 2 Boundary condition

Damaged 

case

Damaged 

location

portion of 

damaged 

area(%)

Symbol

BD 1 Bottom 7.3 A

BD 2 Bottom 15.2 B

BD 3 Bottom 23.3 C

BD 4 Bottom 29.5 D

SD 1 Side shell+Top 3.5 E

SD 2 Side shell+Top 7.5 F

SD 3 Side shell+Top 11.3 G

SD 4 Side shell+Top 4.2 H

SD 5 Side shell+Top 19.6 I

Fig. 2 Bottom damage locations of tanker

  Fig. 3 Side damage locations of tanker

적절한 수렴 값을 얻기 위해 모델 전체에 대하여 요소 크기

는 균일하고 작게 설정 하였고, 보강재를 포함하여 모든 판은 

4절점 사각요소를 적용하였다. 모델의 하중조건은 Sagging 상

태만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모델의 순수 굽힘 상

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의 양쪽을 해석모델의 길이만

큼 해석모델을 연장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연장시킨 모델은 

강체운동을 하도록 탄성계수를 실제 모델에서 보다 더 크게 

설정하였고 해석 모델의 끝 단면은 살물선 공통규칙에서의 제

안대로 평면을 유지하며 동일 회전각을 갖도록 해석모델의 양

쪽 면을 해석 모델의 중립축상 한 점에 다점구속 조건(MPC)을 

설정하여 양 점의 강제 회전변위를 점차 증가시켜주는 방법으

로 순수 굽힘 상태를 표현하였다.(Table 2, Fig. 4)

Table 2 Boundary condition

point Dx Dy Dz Rx Ry Rz

point 

A
Fixed Fixed Free Free Fixed Fixed

Point 

B
Fixed Fixed Fixed Free Fixed Fixed



Fig. 4 Boundary conditions of D/H tanker

3.2 초기변형

  초기 변형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1개의 독립 판넬이 4

변 단순지지일 경우 발생 예상되는 좌굴 모드를 상갑판 및 외

판 상부의 모든 판넬 초기 변형을 고려한다.(Fig. 5)

여기에서 초기변형은 용접변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형량

을 압축력이 작용하는 상부 구조 전체에 고려한다.

 

sin







                                (1)

여기에서 

는 초기 처짐량, n은 좌굴모드의 파 개수, a는 보

강판의 길이(횡 부재 간격) b는 보강재 사이의 거리이다.

Fig. 5 Initial deflection of stiffened plate

3.3 해석결과

각 손상 Case의 곡률에 따라 작용하는 Moment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무차원화는 Intact 상태일 때 Plastic moment와 

Plastic curvature를 기준하여 무차원화 하였다. 

선저와 선측에서의 손상을 볼 때에 손상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용하는 최종 Moment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상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용하는 최종 Moment

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하여 선체가 견딜 수 있는 최종강도가 감

소함을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The result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for    

         D/H tanker 

Case









 Loss of bending 

rigidity

Intact 1.000 0.0000

Bottom damage 1 0.969 0.0204

Bottom damage 2 0.935 0.0441

Bottom damage 3 0.934 0.0705

Bottom damage 4 0.932 0.0941

Side damage 1 0.878 0.0576

Side damage 2 0.851 0.0767

Side damage 3 0.850 0.0837

Side damage 4 0.933 0.0176

Side damage 5 0.883 0.0411

D/H tanker의 경우 비선형 해석 결과를 토대로 손상의 면적이 

아닌 손상에 따른 단면의 관성 모멘트의 손실 혹은 굽힘 강성

(Bending rigidity)의 손실에 따른 최종 굽힘 강도의 변화율을 식

(2)로 가정하였다.











 





                         (2)

여기에서 는 Reduction rate of ultimate bending moment

이고, x는 Loss of bending rigidity이다.

앞서 해석된 Table 3을 토대로 회귀 분석법으로 구한 지수 

 

와 

는 다음과 같다. 



 


 for bottom damage



 


 for side damage

유도한 식을 해석결과와 비교를 Fig. 6에 보였다. 식(2)는 해석 

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추정결과 굽힘 강성의 손실이 

커질수록 최종 굽힘 강도가 선종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감

소함을 볼 수 있다. 본 결과를 토대로 선저에서의 손상보다는 

선측에서의 손상이 굽힘 강도 손실에 더 치명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측면에서의 손상의 경우 바닥에서의 손상보다 손

상에 의한 중립축의 기울기 및 손상시 선체의 기울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도 손실측면에서 더 큰 영향으로 작용하

는 것이라 생각된다.



Fig. 6 Residual ultimate bending moment curve for D/H

      tanker

4. 구조 신뢰성 평가 

4.1 안전여유식

  앞서 수행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어낸 손상

된 선박의 최종강도 값과 이를 바탕을 한 추정식을 기초

로 한 한계상태식을 식(3)과 같이 정의 한다.

 



                        (3)

                                                         

  여기에서 

 는 Ultimate bending moment at the intact 

state, 는 Reduction rate of ultimate bending moment, 는 

applied bending moment, 
 는Strength modeling 

parameters for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plate,  and 

ultimate bending moment at the intact state, 

 이다.

식(3)에서 는 식(2)으로 정의된 손상에 따른 최종 굽힘 모

멘트 감소율의 식이며 은 비손상시 최종 굽힘 모멘트, 



 를 구하는 공식에 포함되는 보강판의 압축 최종강도를 

추정하는 식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모델링 인자이고, 는 

비손상시 최종 굽힘 모멘트,  

 를 구하는 공식의 불확실

성을 반영하는 모델링 인자로서 식(4)와 같이 정의된다.(Palle 

1982)




  or mod

  or
      (4)

안전여유식(3)에 포함되는 확률변수의 불확실성 모델링은 

Table 4와 같다.

신뢰성 해석을 수행을 위한 확률 변수 중에서 분포의 형태가 

정규분포가 아닌 비정규분포를 가진 확률 변수는 MPFP에서 비

정규분포 확률변수의 밀도함수와 분포함수의 값이 등가의 정규

분포 확률변수의 밀도함수와 분포함수의 값과 같다고 가정하고 

이로부터 등가정규분포 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하

는 방법인 Rackwitz-Fiessler 변환법을 적용하였다. (Rackwitz, 

1976, Rackwitz, 1978)

Variable Mean COV Distribution   type

G/V nominal 0.04 Normal

M/P
-   E
-   sY

 
200GPa
nominal

 
0.04
0.08

 
log-normal
log-normal

Xm1 for su
Xm2 for Mu

1.001
1.000

0.078
0.100

log-normal
log-normal

M 0.6Mu 0.12 Normal

Table 4 Uncertainty modeling

 비손상 상태에서 선각의 최종 굽힘 모멘트, 

 는 

Faulkner and Sadden(1979)이 제안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5)

여기에서 Z는 Section modulus of hull girder, 는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plate at deck or bottom(=

  ), 는 Compressive strength parameter of stiffened 

plate, 는 Systematic error in yield stress and in predicting 

collapse stress of stiffened plate, 는 Yield stress 이다.

식(5)에서 보강판의 최종압축강도 계수인 는 Lee(1989)의 

공식을 이용하였다.

 





                               (6)

여기에서      for ≤≤

                             for ≥ 

4.2 신뢰성 평가 결과

앞서 제시한 안전여유식(3)에 대해 Advanced Level Ⅱ 방법을 

D/H tanker에 적용하여 Fig.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신뢰성 해석결과 손상의 위치 및 정도에 따른 굽힘 강성의 손

실이 커질수록 신뢰도 지수가 작아지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

는 손상의 정도가 커질수록 파괴 확률이 증가함을 보이는 것이

다. 그리고 선저에서의 손상 보다는 선측에서의 손상이 최종강

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성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해볼 수 있다. 측면에서의 손상이 중립축의 기

울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석 모델이 Sagging상태에 있음을 상기 할 때에 선

측 손상의 손상부위가 압축 하중을 받음으로 선저에서 보다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굽

힘 강성의 손실(Loss of bending rigidity)에 따른 파괴확률을 확

인해 볼 때에 더욱더 확실함을 알 수 있다.(Fig. 7)



Fig. 7 Reliability index to loss of bending rigidity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손상에 의한 선체종강도 변화 정도를 

예측하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D/H tanker를 대상으로 손상 

및 비손상시에 대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해석은 순수 굽힘 상태를 받

는 것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의 

양쪽 면이 평면을 유지하되 일정한 회전각으로 회전하도록 하였

다. 해석 결과는 회전각 증분에 따른 반력 모멘트 값을 얻었으

며 각각의 무차원화된 값으로 그 결과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 

손상 형태에 따른 Moment of inertia를 계산하여 굽힘 강성 손

실에 따라 최종 굽힘 모멘트 값의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나타낸 

변화율을 토대로 최종 굽힘 강도 감소율에 대한 추정식을 제시

하였으며, 이 식을 토대로 한계상태식을 세워 신뢰성해석을 수

행하였다. 

해석 결과와 추정식을 통해서 손상에 대한 최종 종강도의 변

화 정도를 파악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설계에 적용되

고 있는 부분안전계수(PSF)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 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른 선종에 대하여 본 연

구의 내용을 확장하여 선종 즉, 구조 형태에 따른 감소율을 추

정하고 각 선종 별 부분안전계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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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Wall의 폭발압력에 대한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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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analysis of explosion pressure of the Blast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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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orrugated wall 파형벽, Stiffened wall 보강격벽, Stiffened profile 보강단면, Unstiffened profile 비보강 단면, Lateral 

              torsional bucking 뒤틀림 좌굴, Blast wall

ABSTRACT : At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producing and storing oil and gas, it is important to control of potential accidents such 
as fire and explosio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gainst gas explosion was not really an issue before 1980's. Accidental explosion 
occurred after 1980's made ship owner require the strict safety regulations and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relevant analysis. Blast 
wall is commonly installed to prevent loss of life and safety of offshore structure between the utility module and the process module. 
In this paper, for the blast wall design which is used to prevent loss of life and safety of offshore structure, the following items are 
examined.  Firstly, structural response is examined for the corrugated wall and stiffened wall, followed by the design guide line for the 
blast wall.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the best candidate for the blast wall has been proposed, which will be applied at the design 
stage of the new structure.

1. 서    론

최근 발생한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만에서 폭발 사고

로 침몰한 석유시추시설‘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 

horizon)’은 인명사고와 함께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 등 최

악의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해양구조물 폭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FPSO에서는 인명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폭발의 위험이 없는 Utility module과 가스나 기름과 같은 인

화성 물질을 적재하거나 처리하는 Process module 사이에  

Blast wall을 설치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형태로 파형 격벽

(Corrugated wall)또는 보강격벽(Stiffened wall)을 사용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Blast wall의 경우 갑판 상

부에 공간의 확보가 용이할 경우 Module과 Module 사이에 

Blast wall을 단독으로 설치하고, 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스템 제어를 위해 설치하는 Technical building의 Wall을 

Blast wall로 겸용 사용하여 공간의 확보 및 구조물의 중량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으로부터 Blast wall의 설치에 대하

여 격벽형태에 따른 구조응답 특성과 경계조건의 영향성 평

가를 통한 Blast wall의 구조해석을 다루었다.

파형 격벽과 보강격벽 중 더 큰 장점을 가진 Blast wall을 

선정 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 공사에 적용 가능한 설계지침

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설계변수 검토

2.1 재료특성

Blast wall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강재의 경우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장력강(High tensile steel, 

Fy : 350MPa)을, 응력-변형률 곡선(Stress–strain curve)의 경

우 완전 탄소성(Elastic–perfectly plastic)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폭발 하중으로 인한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률 속도(Strain rate)를 고려하기 위하여 Cower와 

Symonds가 공동 제안한 식 (1)을 이용하였다 Johns(1989). 여

기서 재료특성 보정계수 D와 q는 Jones(1989)에서 제시한 

D = 40.0, q = 5.0을 적용하였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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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 uniaxial dynamic flow stress

σs : static flow stress 

εp : equivalent plastic strain rat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ig. 2 Stress-strain relation of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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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벽형태에 따른 구조응답 특성

3.1 격벽형태에 따른 해석 조건

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Blast wall의 형태는 파형 격벽

(Corrugated wall)과 보강격벽(Stiffened wall)의 2가지가 있다. 

파형 격벽의 경우 압출기를 통하여 사출하므로 제작 소요

시간에서 장점이 있으나 단면에서 Web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강격벽에 비해 크므로 동일한 2차 모멘트를 가지는 격벽 

제작 시 무게(Weight)가 더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Blast wall로 사용하는 두 가지 격벽의 

거동에 대해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폭발하중이 같더라도 td/T의 관계

에 따라 구조물의 응답이 달라지므로,  본 장에서는 같은 해

석조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격벽의 비중(Material density)를 

변경함으로써 구조물의 고유주기(T)를 같게 설정한 후 해석

을 수행하였다. 적용한 압력하중의 크기는 0.1bar부터 2.5bar

까지 0.1bar씩 순차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하중형태 및 지속시

간은 Fig. 3에 표현하였다.

Fig. 3 Applied loading condition

단면의 주요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Geometry of blast wall

3.2 격벽형태에 따른 해석결과

결과를 살펴보면, 일정 이상의 폭발하중 하에서는 보강격

벽보다 파형 격벽이 적은 변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보강격

벽은 뒤틀림 좌굴(Lateral torsional bucking)에 의해 구조물의 

전체 거동에 영향을 주며 이때 격벽 전체가 좌굴에 의해 순

간적으로 붕괴된다. 

그러나 파형 격벽의 경우 Flange가 Web에 구속됨으로써 

국부좌굴이 그에 따라 하중 증가에 따른 붕괴 속도가 느리다

는 것을 Fig. 4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4  Pressure-displacement of blast wall

  

그리고 각 격벽에 대한 좌굴 형태를 Fig. 5에 표현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경계조건은 단순보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설계

를 할 경우 결과에서는 좀 보수적이나 본 논문의 목적이 상

세설계 초기 단계에서 복잡한 구조해석 없이 신속하게 부재

치수를 결정하기 위함이므로 단순보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5 Buckling type of blast wall

4. Blast Wall의 구조해석을 통한 적용

 수행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Blast wall의 설계에 필요한 주

요 인자를 선정 한 후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Blast wall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4.1 격벽 길이 선정

  Blast wall의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인 격벽 길이는 수행공

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치수를 선정하였다.

4.2 Blast wall의 단면 주요인자 선정

3장 해석 결과와 같이 보강격벽의 경우 뒤틀림 좌굴

(Lateral torsional bucking)이 구조물의 전체 거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격벽 전체가 좌굴에 의해 순간적으로 붕괴하나 파

형 격벽의 경우 Flange가 Web에 구속됨으로써 국부좌굴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하중 증가에 따른 붕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설계 지침서에서는 파형 격벽만

을 이용하여 작성하기로 한다.

파형 격벽의 경우 단면 보강재의 유무에 따라 보강 단면

(Stiffened profile)과 비보강 단면(Unstiffened profile)으로 나

눌 수 있으며, Fig. 6에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보강 단면의 

경우 구조의 경량화를 가능케 하나 용접량이 증가하여 전체 

제작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설

계 지침서에서는 비보강 단면만을 이용하여 작성하기로 한

다.

Fig. 6 Section profile of blast wall

형상 특성치의 경우는 J W Boh(2007)의 해석과 

Brewerton(1999)의 자료에 기초하여 특성치를 적용하기로 하

며 그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 Web slope : 

≤  ≤ 



- Flange or Web : b/t < 400,  sw/t < 400

(Flange ,Web에 의해 양단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경우)

Fig. 7 Flange and web geometry of blast wall

- Rounded corner :  ≤  .  ≤ 

이면 Rounded  

  corner 영향성 무시

(판 굽힘 시 r값으로 1.5t를 표준화 하고 있으므로 Rounded  

   corner 영향성 무시)

 단면 특성치의 경우 Flange 혹은 Web의 국부 좌굴 기준

(Local buckling criteria)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

다. 본 설계 지침서에서는 하중 작용 시 단면의 국부 좌굴 

없이 소성 힌지(Plastic hinge)까지 가능한 단면만을 적용하며, 

하중 증가에 따라 소성힌지가 형성된다.

하중 작용 시 단면의 국부 좌굴 없이 소성 힌지(Plastic 

hinge)까지 가능한 단면 적용시의 제한 조건을 Table 3에 정

리하였다.

Table 3 Class 1 cross section limitation (ENV 1993-1-4) 

상기의 단면 특성치를 적용하여 설계 지침서 작성에 필요

한 Blast wall 단면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8 및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8 Applied section profile

Table 4 Applied principle parameters of blast wall  

5. 해석결과 분석 

 파형 격벽의 폭에 따라 깊이, 두께를 바꾸어가며 해석한 

결과를 Fig. 9-11에 나타내었다.

Fig. 9 Blast wall displacement - breadth 600mm 

      depth 150mm

 

Fig. 9는 깊이 150mm를 갖는 파형 격벽의 결과를 살펴보

면 폭발압력이 0.8bar 이상에서는 주어진 부재 두께와 상관

없이 파형 격벽 중심에서의 최대 변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계압력이 0.8bar 이상이라면 그래프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미소한 폭발압력 변화에도 급격한 붕괴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깊이 150mm를 갖는 파형 격벽의 설계 

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Fig. 10 Blast wall displacement - breadth 600mm,

       depth 200mm

 Fig. 10은 깊이 200mm를 갖는 파형격벽의 결과를 살펴보

면 부재 두께 6mm와 8mm를 갖는 파형 격벽은 깊이 150mm

를 갖는 파형 격벽처럼 폭발압력이 0.8bar 이상에서는 파형 

격벽 중심에서의 최대 변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허용변위를 격벽길이/40으로 설정한다면 10mm 두께의 

파형 격벽은 약 1.2bar 까지 12mm 두께의 파형 격벽은 약 

1.5bar까지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으며 폭 변화에 따른 허

용압력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11 Blast wall displacement - breadth 600mm

       depth 250mm 

  

 Fig. 11은 깊이 250mm를 갖는 파형 격벽에서 허용변위를 

격벽길이/40으로 설정한다면 두께 12mm를 갖는 파형 격벽은 

약 2.0bar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세설계 초기단계에서 폭발압력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파형 격벽의 폭, 깊이, 두께를 선정하면 파형 격

벽 중심에서의 최대 변위를 Fig. 9-11을 이용하여 복잡한 구

조해석 없이 도출할 수 있다. 

Blast wall의 해석 적정성을 검토하는 인자로 격벽 중심에

서의 최대 변위를 이용한다. 규정에 따라 설계조건으로 이용

하는 허용범위가 다르며 Blast wall 설계 시 가장 널리 통용

되는 Brewerton(1999)의 경우 격벽길이/40에서 격벽길이/25까



지의 값을 최대 허용범위로 한다. 또한 격벽에서 발생하는 

변위로 인하여 격벽의 앞 혹은 뒤에 위치하는 기계 장비 혹

은 배관 등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적정성 

검토 조건으로 본 연구의 해석결과를 분석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으로부터 인명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Blast wall에 대하여 하기 사항들

의 구조적 특성을 검토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향후 공사의 

Blast wall 설계 시 적절한 형태를 결정하는데 적용하고자 한

다. 

첫째, 격벽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강재는 부유식 해양 구

조물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강도강을 응력-변형률 곡선은 

완전 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폭발하중으로 인한 구

조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Cower와 Symonds가 공동 제안한 식 (3-1)을 이용하

였다. 

  둘째, 파형 격벽과 보강격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 검토

하였다. 탄성 영역에서는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격벽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보강격벽이 효

과적이나 소성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격벽의 경우 상, 하부 

Flange가 Web에 구속됨으로써 격벽 전체의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파형 격벽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계조건에 따른 구조적 특성에 관해 검토하

였다. 일반적으로 Blast wall의 하부는 갑판에 용접을 통해 

연결하며 이때 갑판에 모멘트를 전달시키지 않는 단순보 경

계조건 구조를 만든다. 그러나 Blast wall의 상, 하부 연결 구

조인 판(Plate)은 두께만큼 모멘트를 전달하며 그 두께에 따

라 변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Blast wall 설계 시 적절한 판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Blast wall에서 허용 폭발하중을 가

장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소성 단면계수를 크게 하는 것

이다. 그러나 격벽 깊이의 경우 해양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변경의 폭이 넓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0mm의 폭에 

다양한 두께를 설정하여 적용 가능한 상황을 구현하였고 깊

이 150mm, 200mm, 250mm 중 250mm를 갖는 파형격벽에서 

두께 12mm를 갖는 파형 격벽은 약 2.0bar에 견딜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해양구조물의 초기 상세설계 단계에서 폭발압

력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파형격벽의 폭, 깊이, 두께를 

선정하면 복잡한 구조해석 없이 파형 격벽 중심에서의 최대

변위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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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초대형 태풍 내습 및 이상

파랑 현상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구조물의 관점에

서는 환경하중의 가중화로 이어진다. 특히, 방파제 구조물

은 설치 조건상 환경하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국

내의 기존 항만구조물은 설계 시 주로 50년 빈도의 하중

이 고려되었지만, 이를 벗어나는 하중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태풍 ‘매미(2003)‘와 ’사오

마이(2006)‘ 에 의해 국내 항만 및 일본의 여러 항만시설

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황인섭 등, 2007). 가거도항의 경

우, 태풍 ‘무이파(2011)’에 의해 약 200억 원의 피해가 발

생하였다. 만약, 방파제에 잠재적인 손상이 존재할 경우 

피해의 규모는 더욱 가중된다. 국토해양부(2006)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파제의 안전진단 기준을 수

립하였으나, 기존의 안전진단 방법은 비파괴검사법에 의존

하고 있어 수중에 존재하는 손상의 탐지는 어렵다. 따라서 

구조물의 제한된 접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건전성평가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1970년대 이후로 구조물의 구조 건전성평가에 관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구조물의 진동특성

을 이용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다(Adams et al., 1978; 

Stubbs and Osegueda, 1990; Kim et al., 2003). 이러한 연

구들은 손상 전․후의 진동특성 변화로부터 손상의 위치 

및 크기를 식별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구조물의 기본적

인 진동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파제 

구조물의 경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진응답해

석 정도의 연구(김두기 등, 2005; Chang et al., 2000; 

Inoue et al., 2003)에서 방파제 구조물의 손상유형 및 동

적거동의 특성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케이슨 방파제의 구조안전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진

동응답 기반의 기법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이소영 

등, 2009; 이소라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응답기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항만케이슨의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항만케이슨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식별을 위한 주파수응답 기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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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모델을 설계하였다. 둘째, 제안된 손상평가 모델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케이슨-지반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였다. 셋째,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에 대한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손상에 의한 주파수응답 변화

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훈련 시나리오에 대하여 신경

망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항만케이슨의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을 식별하였다.

2. 주파수응답기반 인공신경망 모델

구조물의 동적응답 변화는 구조계수(질량, 감쇠, 강성)와 

외력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 만약 외력의 측정이 가능하

다면 특정위치에서의 동적응답 패턴을 분석하여 구조물의 

모드 위치의 구조계수 변화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외력

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구조계수의 변화를 정확히 식별

하기 어렵다. 또한, 비손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정

확한 경우에도 손상식별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케이

슨의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식별을 위하여 서로 다른 위치

에서 취득된 주파수응답 간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

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였다.

구조물에서 계측된 시간영역의 진동데이터 는 Welch

의 과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영역의 자료 즉,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al density, PSD)로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등분된 번째 가속도 신호의 고속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결과이다. 번째 위치에서 추출

된 PSD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   (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상태의 변화에 기인한 PSD의 

변화를 상관계수로서 비교하였다. 어떤 구조물의 두 위치에

서 추출된 PSD   및 를 확률변수 취급하면 주파수범위 

에 대한 두 PSD 간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와 는 각각 번째, 번째 위치에서 추출된 

PSD 이다. 상관계수 값은 -1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며, 두 

PSD가 일치할 경우 1의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 패턴인식을 위하여 

Fig. 1과 같이 입력층 및 출력층 이외의 은닉층을 갖는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신경망을 이용하였다. 입

력자료로서 앞서 기술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추출된 파워

스펙트럼의 주파수대역별 상관성을 이용하였다. 출력형태

는 지반-구조 경계부의 위치에 따른 손상의 유무를 나타내

도록 하였으며, 비손상의 경우는 1, 손상의 경우는 0이 출력

되도록 하였다. 비손상 상태 및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 상

태에 대한 서로 다른 위치의 PSD 상관성 정보를 신경망에 

훈련시킴에 따라 비손상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손상식별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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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quency response-based ANN algorithm

 3. 주파수응답기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항만케이슨 지반-구조 손상식별

3.1 항만케이슨 FE 모델 및 신경망 훈련 시나리오

항만케이슨의 구조-지반 경계부 손상에 대한 신경망 입

력자료 형식별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Fig. 2와 같이 항만

케이슨의 FE 모델을 생성하였다. Fig. 3은 FE 모델의 치수 

및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케이슨 FE 모델은 크게 세 부분 

즉, 케이슨, 피복사석, 기초사석으로 구성되었다. FE 모델

의 재료물성치는 Table 1과 같으며, 케이슨은 콘크리트, 피

복사석 및 기초사석은 각각 자갈과 모래의 재료물성치를 

적용하였다. 기초사석의 경사면과 케이슨 접촉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위치한 절점의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였다.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으로서 반복적인 파랑 또는 극치

외력에 의한 기초 세굴현상을 가정하였다. Fig. 4와 같이 

18개로 구분된 지반-구조 경계부 영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위치 및 크기를 갖는 60개의 신경망 훈련 시나리오를 구

성하였다. 강제진동해석을 통하여 60개 손상 상태에 대하

여 Fig.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3개 위치에 대한 3축 방향 

가속도응답을 추출하였다. 이때 적용된 가진함수는 지속시

간 0.002초에 1N의 크기를 갖는 사각형태의 함수이다. 

신경망 훈련 시나리오로서 구성된 구조-지반 손상상태에 

대하여 주파수응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0-120Hz 범위내

의 파워스펙트럼응답에서 4개의 peak가 관찰되었다. Fig. 

5는 지반-구조 손상에 대한 PSD peak의 변화를 보여준다. 

케이슨 거동을 기준으로 볼 때, 처음 3개 peak는 강체거동

에 관한 모드이며, 네 번째 peak는 변형체거동에 관한 모

드이다. Fig. 5에서와 같이 지반-구조 손상에 대한 PSD 응

답의 변화는 케이슨 기준 강체거동에 대한 peak(Fig. 5(a), 

Fig. 5(b))가 변형체 거동에 대한 peak(Fig. 5(c))보다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Fig. 2 FE model of harbor caisson-foundation system

Fig. 3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 of FE model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FE model

Caisson
Armor 
gravel

Foundation 
mound

Weight density 
()

26 9 5

Elastic Modulus 
() 35,000 30 45

Poisson's ratio 0.18 0.3 0.3

Fig. 4 Area of the foundation-structure interface

(a) Peak 1

(b) Peak 2 and Peak 3 

(c) Peak 4

Fig. 5 PSD changes due to foundation-structure interface 

damage

3.2 신경망 훈련 및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식별

3.1절의 손상에 대한 주파수응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

반-구조 경계부 손상에 민감한 강체거동에 대한 모드에 관

한 3개 peak를 인공신경망의 입력자료를 선정하였다. 각 

peak에 대한 주파수대역은 각각 10-37Hz, 37-53Hz 및 

53-72Hz 이다. 

신경망의 입력자료 생성을 위하여 먼저, Fig.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케이슨의 최상단의 3개 위치로부터 3축 방향의 

가속도응답을 취득하였다. 다음으로, 식 (1)의 Welch의 과

정을 통해 가속도응답으로부터 PSD를 계산하였다. 세 개의 

대상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PSD를 분할하고, 식 (2)를 이용

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추출된 두 PSD 응답의 상관계수

를 각각 구하였다. 이때, 계측위치에 대한 상관성 조합은 3

가지(1 & 2, 1 & 3, 2 & 3)이다. 또한, 3축 방향 응답 및 3개 

주파수대역을 고려하여 입력자료의 노드 수는 총 27개이다. 

신경망 출력은 손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0(손상) 또는 1(비

손상)의 값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노드 수는 각각 27, 18, 18개이다. 각각의 지반-구조 손상시

나리오에 대해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60개의 패



턴을 구하였다. 60개의 패턴에 대한 신경망 훈련을 위하여 

Scaled Conjugate Gradient Backpropagation 함수를 이용

하였다. 신경망은 0.001이내의 오차수준에서 수렴하였으며, 

Fig. 6은 지반-구조 손상식별 결과이며 손상의 위치를 정확

하게 식별하였다.

(a) Damage 26

(b) Damage 44

Fig. 6 Foundation-structure interface damage identification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응답기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항만케이슨의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항만케이슨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식별을 위한 주파수응답기반 인공신

경망 모델을 설계하였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추출된 파워

스펙트럼의 주파수대역별 상관계수를 입력자료로 하였으

며, 손상의 발생 유무가 출력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제

안된 손상평가 모델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케이슨-지반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였다. 셋째, 지반-

구조 경계부 손상에 대한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손상

에 의한 주파수응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지반-구조 

손상으로서 세굴에 의한 기초사석의 유실 현상을 고려하

였다. 지반-구조 손상에 대하여 케이슨 거동 기준의 강체

거동에 대한 주파수응답의 변화가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인공신경망 입력 자료로서 3개 계측점에 대한 파워스펙트

럼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반-구조 손상패턴에 대하

여 신경망 훈련을 수행하였다. 신경망은 0.001 오차 수준

에서 수렴하였으며, 훈련된 손상 경우에 대하여 지반-구조 

경계부 손상을 정확하게 식별하였다.

주파수응답기반 인공신경망 모델을 실제 케이슨 방파제 

구조물의 손상식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가

진 형태 및 손상경우에 대한 신경망 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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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relative motions in multiple caisson units due to foundation damage. To obtain the objective,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performed. Firstly, a finite element (FE) model of two-caisson system with simulation soil-structure interaction is 
established in commercial software ANSYS in order to investigate relative motions in harbor caisson system. Secondly, relative displacement of 
caisson units under various foundation damage scenarios is measured from static and dynamic states. Thirdly, the results are analyzed to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the target harbor caisson.

1.Introduction

Caisson structure is an essential part of coastal barriers 

which are constructed on coast to prevent coastline 

deterioration and flooding of inland regions. Harbor caisson 

structure is constructed on sea bed and its body is mostly 

submerged into water. The caisson is designed as gravity-type 

structure stabilizing by its self-weight on foundation mound. 

Due to various environment and human impacts such as 

extreme wave forces, ship collison, the structure system could 

have global and local damages. Important global failure 

modes include subsoil settlement, overturning and sliding of 

structure. Meanwhile, local failure includes scouring and 

disturbance in foundation. Throughout effects of wave action, 

local deficiencies occurred in foundation-structure interface 

may be expanded to global damage.

Some efforts have been done to address these problems. 

Yang et al. [1] discussed dynamic characteristics of caisson by 

analyzing soil-structure interaction. Kim et al. [2] 

characterized dynamic behavior of caisson-type breakwater 

under excitation of seismic. Lee et al. [3] also examined 

stand-alone caisson's vibration response under 

foundation-structure interface damages. However, these 

studies still not successfully analyzed the changes of dynamic 

properties of caisson due to damages. Also, the effects of 

neighbor caissons to the target one has not been fully 

considered in static and dynamic analys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relative displacement 

analysis of harbor caisson under foundation damage. Firstly, a 

FE model of the harbor caisson with simulation of nonlinear 

soil-structure interaction is generated using commercial 

software ANSYS. Secondly, relative displacement of harbor 

caisson structure under various foundation damage scenarios 

is measured from static and dynamic states. Finally, the 

results of numerical model are analyzed to monitor the health 

of the target harbor caisson.

 

2. Numerical model of multiple caisson units

A FE model of two caissons was established by 

commercial software ANSYS with simulation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to identify relative displacement of harbor caisson 

structure. The geometrical data, the boundary condi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of numerical model is respectively shown 

in Fig. 1 and Table 1. FE model includes two reinforced 

concrete caissons standing on a foundation mound which is 

covered by an armor gravel layer.

The relative displacements on three axes which are 

indicated as x, y, z along to AB, CD, EF in Fig. 2 is 

measured for both states: static and dynamic. For static case, 

relative deformation between two caissons occurs by their 

self‐weight. As regard to dynamic one, an impact force 

was applied to one of two caissons as shown in Fig. 2(b). 

Sampling frequency is set as 1000Hz. The position of impact 

point and acquisition points are selected by considering 

environment conditions of caisson breakwater. It can be seen 

in Fig. 2(a) the impact load is in the front wall of caisson 

in y‐direction that is similar with orientation of incident 

wave.

It is supposed that under powerful external load, caisson 2 

is damaged by loss of foundation material which may cause 

overturning or different settlement. Four damage scenarios 

consisting of undamaged state and three damaged ones are 

simulated as shown in Fig. 3. Regarding to the firs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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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n view             (b) A‐A section view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FE model of two caisson units

  Caisson Armor Gravel Foundation mound

Weight(kg/ m
3
) 2500 2000 1800

Elastic modulus(MPa) 28000 25 53.5

Poisson's ratio 0.18 0.3 0.3

       (a) Undamaged               (b) Damage 1             (c) Damage 2             (d) Damage 3   

Figure 3 Damage scenarios in FE analysis.

Fig. 1 FE model of two-caisson system

Fig. 2 Impact loading and measurement description for relative displacement analysis.

damage 1, only armor gravel of 29,420cm3 is removed. As 

the second state, damage 2, armor gravel of 50,190cm3 and 

foundation mound of 42,430 cm3 are removed. These two 

damage scenarios are not expanded to foundation mound 

faced with bottom of caisson 2. The most significant state is 

the damage 3 respect to expanding to the bottom of 

foundation mound of caisson 2. For this damage, loss of 

armor gravel and foundation account for 57,112 cm3 and 

105,180 cm3, respectively.



Figure 4 Static relative displacement from FE model.

                   (a) X direction           

                

                 

                    (b) Y direction          

                     (c) Z direction

Figure 5 Dynamic relative displacement from F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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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relative 

displacement from FE model.

3. Relative displacement analysis of harbor caisson

For static case, the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two 

caissons in three axes is measured for undamaged and 

damaged scenarios. Figure 4 illustrates that relative 

displacement is increasingly proportional to damage severity. 

And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s observed in damage case 3 

when the loss of foundation mound is largest. This damage 

may lead to overturning of caisson 2.

In order to investigate dynamic behavior of relative 

displacement, time series response under the impact force 

shown in Fig. 2b was analyzed. Figure 5 shows the relative 

displacements in three directions over 1 second. The dynamic 

parameters of relative displacement were then extracted using 

the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method (FDD) [4]. The 

power spectral density (PSD) functions of the structural 

response data is revealed in Fig. 6. Natural frequencies 

regarding to three axes are given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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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atural frequency extracted from power spectral density of relative displacement.

Damage state
X direction Y direction Z direction

f1 f2 f3 f1 f2 f3 f1 f2 f3

Undamaged 19.53 32.23 42.97 19.53 33.20 42.97 19.53 33.20 42.97

Damage1 19.53 32.23 42.97 19.53 33.20 42.97 19.53 33.20 42.97

Damage2 17.58 31.25 41.99 17.58 31.25 41.99 17.58 32.23 41.99

Damage3 17.58 31.25 41.99 17.58 32.23 41.99 17.58 32.23 41.99

It is obvious that the first, second and third natural 

frequencies extracted from the three responses decrease with 

the increment of damage severity. The only exception is 

observed in the second frequency with respect to Y direction. 

In this regard, frequency of damage 3 is larger than that of 

damage 2. This phenomenon is currently investigated by our 

research group.

4.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relative displacement analysis of harbor 

caisson structure under foundation damage was presented. 

Firstly, a FE model of two-caisson system with simulation of 

structure-soil interaction was generated in commercial software 

ANSYS. Secondly, relative displacements between two caisson 

units under various foundation damage cases were measured 

from static and dynamic tests. Finally, the results of numerical 

model were analyzed to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target 

harbor caisson.

From the numerical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made:

(1) Relative motions can be used for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of harbor caisson structure.

(2) Static displacement of multiple caisson system is 

proportional to severity of foundation damage. 

(3) For dynamic case, the natural frequencies are tended 

to decrease as increment of damage severity.

On reviewing results of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method 

using relative displacement to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harbor caisson structure need to be evaluated on lab-scale 

caiss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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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최종종강도에 미치는 보강패널 평균압축강도 영향도 평가

남지명․정준모(인하대학교)

본 논문은 선체 단면을 구성하는 보강패널의 평균압축강도 정확도가 최종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다. CSR에서 제시하는 보강패널의 평균압축강도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도출된 보강판의 평균압

축강도를 적용하여 선체의 최종종강도를 평가하였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하우스 프로그램 UMADS를 이용

하여 최종종강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CSR에 근거하여 설계된 VLCC를 대상으로 최종종강도를 계산하였으며, 

보강패널에 작용하는 횡수압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평균압축강도가 선체의 최종종강도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

우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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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원불규칙파동장하의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구조물에서 불규칙공
기흐름의 수치시뮬레이션
이광호(관동대학교), 박정현,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2. 2007년 서해안 이상파랑 수치모의
배재석, 권갑근, 윤성범(한양대학교)

3. 수치파동수조에 있어서 대수적 혼상류 경계추적법의 적용성
이광호, 김규한(관동대학교)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4. 수심에 따라 임의로 변하는 흐름이 있는 경우 파랑의 파수예측
이창훈(세종대학교), 김경옥(한국해양연구원), 정태화(한밭대학교)

5. 공진수로형 파력발전과 월파형 파력발전의 비교
이병욱, 이창훈(세종대학교), 고광오((주)현대건설)

6. 파랑환경 자료의 통계적인 특성분석
조홍연, 정원무, 백원대, 김상익(한국해양연구원)

Session A2 : 파랑 및 유체(3)     14:00-15:00

좌장 : 신성원(관동대학교)

1. 방파제에 비스듬히 입사하는 불규칙파의 반사 특성
윤성범, 신충훈(한양대학교), 이종인(전남대학교)

2. 유공케이슨 방파제 전면벽에 작용하는 파압 계측
지창환, 오상호, 오 민, 이달수, 장세철(한국해양연구원)

3. 극치파고에 대한 파랑모델과 GCM모델의 비교
임대웅, 서경덕(서울대학교), Nobuhito Mori(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Kyoto University)

Session B1 : 해안 및 항만구조물(6) 10:00-12:00

좌장 : 김효섭(국민대학교)
오상호(한국해양연구원)  

1. 방파제 마루높이 산정에 대한 제고찰
강윤구, 백승우, 안성모((주)삼성물산)

2. 정수면 이하 유공부 길이에 따른 유공벽의 반사특성 분석
김 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종인(전남대학교)

3. 하이브리드 부유구조체 운동 저감 효과
이두호, 정연주, 박민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파랑하중에 의한 해상풍력 기상탑의 피로해석
김정대, 장원석, 강 수((주)혜인이엔씨), 류경상((주)한국남부발전),
정신택(원광대학교)

5. 항만공진 현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
곽문수(명지전문대학), 문용호, 편종근(명지대학교)

6. 직립방파제의 케이슨 활동에 대한 최초통과확률 산정
김승우, 서경덕(서울대학교)

Session A3 : 파랑 및 유체(2)       14:00-15:00

좌장 : 강윤구((주)삼성물산)

1. 쉬라우드구조에 따른 조류발전 터빈 주변의 유동특성 변화
김종원, 송정훈, 강우서, 이상호(원광대학교)

2. Extension of coastal modeling system using CFD model
이동 (한국해양연구원)

Session C1 : 해일 및 지진 향(6) 10:00-12:00

좌장 : 서승원(군산대학교)
김경옥(한국해양연구원) 

1. 일본 근해의 필리핀판, 태평양판 및 북아메리카판의 동시 충돌에
의한 지진해일이 제주도 연안에 미치는 향
김민지,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이광호(관동대학교)

2. 우리나라 동해안 지진해일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박형성, 김동석, 홍성진(국립방재연구원)

3.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과 활용방안
홍성진, 김동석, 박형성(국립방재연구원) 

4. Large-scale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s for tsunami
forces on vertical walls
신성원, 조용준, 김규한(관동대학교), Mary Beth Oshnack,
Daniel T. Cox(Oregon State University)

5. 지진해일방재 시스템 개발
조용준(서울시립대학교), 나동규((주)항도엔지니어링)

6. 하구를 역상하는 지진해일의 전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허동수(경상대학교), 이우동, Mizutani Norimi(일본나고야대학)

Session A4 : 파랑 및 유체(3)        14:00-15:00

좌장 :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1. 유속 확산이 있는 경우 천수방정식의 위상속도와 에너지속도
정태화(한밭대학교), 이창훈(세종대학교)

2. 일정경사면에서 다방향 불규칙파의 굴절: 방향비대칭계수와 최대분
포계수
정재상, 김동주(한국농어촌연구원), 이창훈(세종대학교), 
조용식(한양대학교)

3. 장대형 이안제에 작용하는 불규칙파의 힘
정재상(한국농어촌연구원), 이창훈(세종대학교), 조용식(한양대학교
박우선(한국해양연구원)

제3발표장 [314호]

제2발표장 [313호]

제1발표장 [307호]

구두발표 : 5월 31일(목)

·

Integrated Approach to Solve Coastal Engineering Problems
Nobuhisa Kobayashi

Center for Applied Coastal Research
University of Delaware



Session E : 해안지형변동(6) 10:00-12:00

좌장 : 김규한(관동대학교)

1. 파랑-흐름 공존역에서 잠제(수중방파제) 개구부 주변의 국부세굴에
관하여
허동수, 진동환(경상대학교), 안성욱, 박종배((주)포스코건설)

2. 너울성고파랑에 기인한 후빈 배후 침식
김규한, 심규태, 이기희, 이득수(관동대학교)

3. 인천해역의 항로 매몰특성과 적정 유지준설량 산정
전한승(인천지방해양항만청), 김일섭((주)세광종합기술단), 류청로,
김헌태(부경대학교)

4. 서해안의 해안선 형태에 관한 연구
이정렬, 김정원, 양병모(성균관대학교)

5. 태풍에 따른 해안선 변동에 관한 연구
이정렬, 박준석, 이주용(성균관대학교)

6. 양빈 후 미국 델라웨어의 Bethany Beach에서 발생한 해안침식
도기덕, 심재설(한국해양연구원), Nobuhisa Kobayashi(University
of Delaware), 서경덕(서울대학교)

Session D1 : 해안 및 해양환경(3)   14:00-15:00

좌장 : 이창훈(세종대학교)

1. 쇄파대내에서 표사 부유 예측 모형
윤현덕(명지대학교), Daniel T. Cox(Oregon State University)

2. 염분차에 의한 도류의 이류-확산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에 관하여
이우동, Mizutani Norimi(일본 나고야대학교), 허동수(경상대학교)

3.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방류특성과 외해 향
이화 , 서승원(군산대학교)

Session A5 : 파랑 및 유체(4)         10:00-12:00

좌장 : 이정렬(성균관대학교) 

1. FAVOR법을 이용한 원주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의 수치해석
이광호, 김규한(관동대학교), 백동진,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2. New criteria on the occurrence of freak waves
안경모(한동대학교)

3.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in shallow water equations with
dissipation: Comparison between using Dirac delta and
Gaussian source functions
Vu, Van Nghi, 이창훈(세종대학교)

4.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in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with energy dissipation
Vu, Van Nghi, 이창훈(세종대학교)

Session B2 : 해안 및 항만구조물(4) 10:00-12:00

좌장 : 김동현(군산대학교)
김 택(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석션시스템파일을 이용한 해상풍력 하부구조 거동평가
박우선, 박성현(한국해양연구원), 정신택(원광대학교), 
이종석((주)태백토건)

2. 해상풍력터빈의 충돌 거동 분석
조병일, 김동현(군산대학교), 윤길림(한국해양연구원)

3. 고무막체 파라펫 및 동적구조물 개발
전인식, 김선신, 민용침(건국대학교)

4. 조력발전용 수문케이슨 내부 유동장 가시화에 대한 예비 실험
오상호, 지창환, 정원무, 이광수(한국해양연구원)

Session F : 해중터널(5)            13:00-14:30
좌장 : 박우선(한국해양연구원) 

1. 해중터널이란? 
박우선, 한상훈(한국해양연구원) 

2. 해중터널의 재해리스크 평가
한상훈, 한택희, 박우선(한국해양연구원) 

3. 해중터널 개념설계를 위한 충돌시나리오별 충돌해석
이윤, 김동미(대전대학교), 한상훈(한국해양연구원) 

4. 강합성 해중 터널 본체의 휨강도 분석
한택희, 한상훈, 박우선(한국해양연구원) 

5. 해중터널의 파랑응답에 대한 수치해석
김선신, 전인식(건국대학교), 장윤경((주)혜인이엔씨) 

Session C2 : 해일 및 지진 향(6)       10:00-12:00
좌장 : 윤성범(한양대학교)

이광호(관동대학교)

1. 일본서남해의 지진에 의한 쓰나미의 제주도로의 전파
최병호(성균관대학교), 윤성범, 조용식(한양대학교), 
김경옥(한국해양연구원)

2. 2004년 수마트라 지진해일의 Lhok Nga 해안 쌍둥산에서의 3차원적
Runup 시뮬레이션
김동철((주)혜인이엔씨), 김경옥(한국해양연구원), 
최병호(성균관대학교), 김경환((주)에스티아이C&D)

3. Regional realtime ocean tide simul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최병호(성균관대학교), 김경옥(한국해양연구원), 
육진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완희((주)해양정보기술)

4. 2011년 4월 황해조석의 순압적 시뮬레이션
최병호(성균관대학교), 문종윤, 조완희((주)해양정보기술)

5. 서해 항만권역 폭풍해일 범람모의
서승원, 이화 , 김현정(군산대학교)

6.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상풍력 터빈의 지진응답해석
이상근, 김동현(군산대학교)

제3발표장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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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발표장 [315호]



Session G : 항만지진모니터링(5)      13:00-14:30
좌장 : 장인성(한국해양연구원)

1. 항만 지진경보 통합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및 우선 적용
선창국, 정병선, 임인섭, 이재성(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국내 주요 항만에 대한 지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택희, 박성현, 장인성, 한상훈, 박우선(한국해양연구원)

3. GIS 기반 항만지역 지진계측 관리 및 피해예측 시스템
김한샘, 김광래, 정충기(서울대학교), 장인성(한국해양연구원)

4. 부산항만 지역의 LPI 기반 실시간 액상화 평가
김한샘, 김민기, 정충기(서울대학교), 장인성(한국해양연구원)

5. 잔교식 안벽구조물의 지진취약도
김동현, 이기남, 김소연, 이상근(군산대학교), 박우선(한국해양연구원)

Session D2 : 해안 및 해양환경(6)       10:00-12:00
좌장 : 심재설(한국해양연구원)

진재율(한국해양연구원)

1. 인공해수욕장에서 사석호안 배후의 모래이동에 관한 수치해석에
관하여
허동수, 정연명(경상대학교)

2. Forecasting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using ROMS
임학수, 김창식, 박광순, 심재설(한국해양연구원), 전인식(건국대학교)

3. 폐형 그라브 준설을 통한 부유사 발생 억제 현장 실험
박주성, 이만수((주)현대건설), 김건우(목포해양대학교), 이지왕(한국
종합환경연구소), 맹준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명은(서울대학교),
이동훈((주)대양산업개발)

4. 연안의 기온 및 수온자료의 이력고리 형태 비교분석
조홍연, 오지희(한국해양연구원), 이길하(대구대학교)

5. 발전냉각수가 형산강 유동 및 성층 구조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윤종성, 고동우, 김명규(인제대학교)

6. 발전냉각수가 형산강 주변해역의 수질 구조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윤종성, 고동우, 김명규(인제대학교)

P01. 3차원 유한체적모형 FVCOM을 이용한 황해 조석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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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Approach to Solve 
Coastal Engineering Problems

Nobu Kobay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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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Discipline of coastal engineering was initiated to solve societal problems 
along coasts after World War II.

• Empirical (trial and error) practice has been improved by introducing 
applied science and mathematics, numerical simulations, laboratory 
experiments and field measurements.

• Gap between practice and research is now widening.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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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etal need of coastal engineering increases with increase of population 
and assets along coasts.

• Coastal problems are becoming more complex but public work funding is 
not increasing in developed countries.

• Need integration of practice and research to solve actual coastal 
problems.

Examples

• THESEUS Project:
Innovative Coastal Technologies for Safer European Coasts in a Changing 
Climate

• Coastal Flood Risk Mapping for Storm Surge and Waves by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 Gulf of Mexico Research Initiative funded by BP after Deepwater Horizon 
Oil Spill



THESEUS PROJECT

• 4-year, 6.53 M Euro project consisting of 31 institutions since December 
2009.

• Integration of Coastal Engineering, Ecology, and Socio-Economy.

• Development of integrated Decision Support System (DSS) software tool 
for coastal managers.

• Application of DSS to study sites.

Eight Study Sites

• Po delta and adjoining coast south of Venice, Italy.

• Scheldt estuary near Antwerp, Belgium.

• Plymouth sound to Exe estuary in UK.

• Vistola spit near Gdansk, Poland.

• Gironde estuary near Bordeaux, France.

• Elbe estuary near Hamburg, Germany.

• Santander spit in Spain.

• Verna spit (Black Sea) in Bulgaria.

• Final meeting in Brussels (EU Commission Headquarters).



Methodology for Risk Assessment for Study Sites

• Source-Pathway-Receptor-Consequence (SPRC) model.

• Climate scenarios (relative sea level rise and storm intensification).

• Hydraulic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Environmental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of society and economy.

• Uncertainties in risk assessment.

• Multi-criteria analysis for risk assessment and for selecting mitigation 

options.

Engineering Mitigation Technologies

• Wave energy converters and floating structures.

• Artificial submerged structures.

• Dikes: innovative design and upgrading of existing dikes.

• Beach nourishment interventions.

• Numerical and physical modeling for assessing performance and 

impact of these technologies.

• Ecological consequences of engineering interventions and design  

consideration.



Ecologically-Based Mitigation Measures

• Role of natural habitat in coastal protection.

• Natural biogenic reef and sea grasses.

• Dune restoration and management.

• Salt marshes restoration and management.

• Managed realignment.

Socio-Economic Mitigation Measures

• Insurance programs.

• Spatial planning.

• Damage to businesses and rapidity of recovery.

• Post-crisis recovery.

• Risk communication and science for building resilience.

• Evacuation plans.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for Each Study Site

• Analysis of each site using SPRC conceptual framework.

• Assessment of existing policies and management strategies.

• Integrated risk assessment at present conditions.

• Development of scenarios and assessment of risk in short, medium and 

long term.

• Scoping of mitigation options.

• Impact assessment of mitigation options.

• Selection of best combination of mitigation options.

• Recommendations to stakeholders.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 Produces flood insurance rate maps along 1,400,000 km of 
U.S. oceans, bays, lakes and rivers.

• Completed flood map (5m × 5m) modernization (paper 
format to digital) after Hurricane Katrina in 2005.

• Started updating flood hazard data,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planning in 2010 where risk = probability ×
consequence.

• Total cost of $1,500 million through 2020.



Prediction of Coastal Flooding by Storms

• Large area storm surge models.

• Deep-water and nearshore wind wave models.

• Model coupling to predict wave setup.

• Detailed local (1 km cross-shore lines spaced along a long 
coastline) models for wave runup and overtopping, beach and 
dune erosion, and structure damage.

• Existing storm surge and wave models assume fixed bottom.

• Flooding damage increases if dunes are overwashed and 
breached.

• Coastal structures can be damaged severely by storms 
exceeding design conditions.



Gulf of Mexico Research Initiative

Recent major oil spills:

• Exxon Valdez oil spill in Prince William Sound, Alaska in March 
1989
– Bioremediation workshop in June 1989
– Research Report No. CACR-90-03, “Review on oil spills and their 

effects,” by H. W. Lee, N. Kobayashi and C. R. Ryu in December 1990

• Hebei Spilit oil spill offshore of Taean, South Korea in 
December 2007.

• Deepwater Horizon oil drilling platform operating 80 km 
offshore of Louisiana in 1,500 m water depth experienced a 
catastrophic failure in April 2010.

• BP committed $500 million over a 10-year period in May 2010 
to create a broad, independent research program (Gulf of 
Mexico Research Initiative) to be conducted at research 
institutions primarily in the U.S. Gulf Coast States (Texas, 
Louisiana, Mississippi, Alabama, Florida).



Research Themes

1. Physical distribution, dispersion, and dilution of petroleum 
(oil and gas), its constituents, and associated contaminants 
(e.g., dispersants) under the action of physical oceanographic 
processes, air-sea interactions, and tropical storms.

2. Chemical evolution and biological degradation of the 
petroleum/dispersant systems and subsequent interaction 
with coastal, open-ocean, and deep-water ecosystems.

3.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petroleum/dispersant system 
on the sea floor, water column, coastal waters, beach 
sediments, wetlands, marshes, and organisms; and the 
science of ecosystem recovery.

4. Technology developments for improved response, mitigation, 
detection, characterization, and remediation associated with 
oil spills and gas releases.

5. Impact  of oil spills on public health.



<Fig.1> Definition sketch of the experiment wave tank 
with OWC wave power converter.

3차원불규칙 동장하의 진동수주형 력발 구조물에서 불규칙공기흐름의 

수치시뮬 이션

Numerical Simulation of Irregular Airflow within Wave Power Converter 
Using OWC under Action of 3-Dimensional Irregular Waves

이 호1, 박정 2, 김도삼3

Kwang Ho Lee1, Jung Hyun Park2, Do Sam Kim3

1. 서     론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화석에 지 고갈 등의 문제로 

인하여 탄소청정에 지인 신재생에 지의 개발에 국가

인 차원에서 심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공기실 내에

서 해수면의 상하운동을 공기흐름으로 변환하고, 이를 터

빈의 구동력으로 이용하는 진동수주형(OWC, Oscillating 

Water Column)의 력발 시스템은 랑에 지흡수장치 

에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동장하의 OWC 력발 구조물

에서 공기실 내 공기흐름을 해석하며, 입사주 수스펙트럼의 

변화에 따른 공기흐름 주 수스펙트럼의 변화특성, 구조물의 

존재여부에 따른 공기실 치에서 주 수스펙트럼의 변화특

성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의 변화특성 등을 논의한다.

 해석에서는 규칙 랑뿐만 아니라 불규칙 랑을 해석할 

수 있는 3차원수치모델인 3D-NIT(Three-Dimensional 

Numerical Irregular wave Tank)모델을 용하며, 수치모델

의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수리모형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공기흐름속도  구조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랑변형과정을 

비교⋅검토한다.

2. 수리모형실험

 OWC 력발 구조물을 상으로 구조물 주변의 동

장  공기흐름속도에 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수리모형실험은 피스톤형의 조 장치가 설치된 한국해양

학교 2차원조 수조(폭:0.5m, 높이:0.5m, 길이:12m)에서 

실시되었으며, 아크릴로 주문제작된 OWC 력발 구조물

을 고정시켰다. 수리실험에서 측정항목은 공기 유출부에서

의 공기흐름속도, 구조물 면  공기실 내에서 수 변동

이다. 수 변동은 구조물 면에 4   공기실내 앙부 1

에 설치된 용량식 고계로부터 측정되었으며, 구조물 상

단의 공기 유출부에 0~20m/s의 계측범 를 갖는 로펠라

형풍속계를 설치하여 공기흐름속도를 계측하 다. OWC

력발 구조물의 모형크기  고계의 설치지  등 수리

실험의 체 인 개요를 Fig.1에 나타낸다. 

3. 수치해석의 이론

3.1 기초방정식
 본 연구의 3차원불규칙 수치 동수로는 기존의 2차

원수치 동수로의 계산수법을 기본으로 3차원으로 확장

한 것이며, 자유표면해석모델에 VOF법을, 난류해석에는 

모델을 각각 용하 고, 3차원수치 동수로의 기

방정식은 3차원비압축성의 성유체를 상으로 한 연속

식  Navier-Stokes방정식을 PBM(Porous Body Model)

에 근거하여 확장한 다음의 식 (1)~(4)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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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Comparison of maximum air velocity in the 
air-chamber between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

<Fig.3>Time variation of water level in front of OWC 
wave power converter.

<Fig.4> Time variation of water level within 
air-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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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시간,  는 수평방향좌표, 는 연직방향좌

표,   는   방향의 유속성분, 는 유체 도, 는 

압력, 는 분자동 성계수 와 와 성계수 의 합, 는 

력가속도, 는 체 공극율,   는   방향의 

면 공극율, 는 경계에서 반사 의 제어를 해 

설치한 스폰지층에서의 에 지감쇠계수,    는 

해석 역내의 조 를 한 소스항,    는 구조물

로부터 받는 성력효과를 나타낸 라미터이다. 

4. 결과 및 고찰

4.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형실험에 의한 결
과의 비교⋅고찰

 진동수주형 력발 구조물에 한 술한 수리모

형실험과 3D-NIT모델에 의해 도출된 공기실 내에서 유

⋅출입하는 공기흐름속도의 최 치  구조물 주변에

서 발생하는 랑변형과정을 비교하 다.

4.1.1 OWC파력발전구조물에서 공기흐름속도
 본 3D-NIT모델로부터 얻어지는 수 변동에 다음의 

식(5)를 용하여 공기흐름속도를 산정하 으며, 이의 

결과와 수리모형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공기흐름속도를 

비교한다.

       





≈




          (5)

 여기서, 는 공기실내에서 평균공기흐름속도, 

는 공기실의 단면 (=600), 는 공기유출부의 

단면 (=12.57), 는 공기실내에서 평균수면진동, 

는 시간차분간격을 나타낸다. 주기   고의 변

화에 따른 최 공기흐름속도 max의 변화를 Fig.2에 나

타낸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무차원주기  (는 공기실 

폭, 은 입사 의 장)를, 연직축은 최 공기흐름속도max
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주어지는 체 인 경향은 

3D-NIT모델에 의한 공기흐름속도가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공

기흐름속도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두 경우 모두 주기가 길수

록 공기흐름속도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수리실험에 용한 공기흐름측정기가 로펠러식으로, 근

본 으로 로펠러가 갖는 성력 때문에 (+)의 최 치와 (-)

의 최소치를 가지면서 주기 으로 흐름방향이 격하게 변화

되는 공기흐름을 측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두 결과

치에서 주기의 변화에 따른 변화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술한 로펠러의 성력을 감안하면 두 결

과치의 응성은 합리 인 것으로 단된다.

4.1.2 OWC파력발전구조물에 의한 파랑변형
 3D-NIT모델의 검증을 한 다른 수단으로 구조물 주

변에서 발생하는 랑변형과정에 한 수리모형실험결

과와 수치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한다. Fig.2와 동일한 계

산조건에 하여 구조물 면과 공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수 변동의 일례를 Figs.3,4에 각각 나타내며, 그림에서 

수평축은 시간를, 연직축은 수 변동를 각각 나타낸다. 

 Figs.3,4에서 두 결과치의 응성을 살펴보면 구조물 

면의 경우에는 곡부분에서 약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공

기실 내에서는 과 곡부분에서 실험치가 약간 작은 값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의 차이는 체 으로 미

소한 것으로 단된다. 특히, 실험치와 수치해석결과의 경과

시간  주기에 따른 변화과정 등이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3D-NIT모델의 용성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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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Comparison of the reflection coefficients for 
OWC wave power converter between numerical 

simulation of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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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3D-NIT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한  다

른 방법으로 OWC 력발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Goda 

and Suzuki, 1976)을 공기실의 폭 와 장 과의 비인 

에 해 나타낸 Fig.5를 검토한다. 그림에서 수리실험

결과  3D-NIT모델에 의한 수치해석결과 모두 특정한 

의 값에서 최소치(=0.106)를 취하고, 의 양측

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두 결과의 

응성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반사율

이 최소로 되는 지 에서 공기흐름속도가 최 로 된다는 사

실이 이 등(2011)에 의해 주어져 있다.

4.2 3차원불규칙파동장하 OWC파력발전구조
물에서 공기흐름해석

  본 3D-NIT모델의 조 이론으로부터 Bretschneider 

and Mitsuyasu(Mitsuyasu, 1970)에 의한 입력조 스펙

트럼과 조 치에서의 수 변동으로부터 산정된 주

수스펙트럼, 그리고 OWC 력발 구조물의 공기실 치까

지 된 불규칙 랑의 수 변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주

수스펙트럼을 구조물의 유무에 따라 비교⋅검토한다. 한, 

OWC 력발 구조물의 공기실 내에서 수 변동에 식(5)를 

용하여 추정되는 공기흐름속도에 한 주 수스펙트럼

의 특성을 분석하며, Fig.1의 , 의 치에서 얻어

지는 수 변동에 Goda and Suzuki(1976)의 2 법에 의한 

반사율추정법을 용하여 유의주기의 변화에 따른 반

사율의 변화를 검토한다.

4.2.1 파주파수스펙트럼
 조 치에서 발생하는 수 변동에 의한 주 수스펙

트럼(편의상 target spectrum으로 칭함)  구조물이 존재

하지 않을 때 구조물의 치에서 수 변동에 의한 주 수

스펙트럼(편리상 incident spectrum으로 칭함)을 본 수치

모델로부터 산정한 결과  입력조 스펙트럼(편리상 

input spectrum으로 칭함)을 각각 Fig.6에 나타낸다.

 먼 , input spectrum과 target spectrum을 살펴보면, 주

수의 변화에 따른 두 스펙트럼의 변화과정은 거의 일치하

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크주 수에서 스펙트럼의 값도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조 된 불규칙

랑이 구조물이 치하는 지 까지 된 경우에 수 변동

으로부터 산정되는 incident spectrum을 target spectrum과 

비교하면 체 으로 incident spectrum의 랑에 지가 감

쇠되고, 이러한 상은 피크주 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상

과 같이, 주 수의 변화에 따른 input spectrum, target 

spectrum  incident spectrum의 각 변화특성  과정에

서 나타나는 target spectrum의 랑에 지 분산과정 등의 특

성이 일반 해안공학 인 사실과 잘 합치되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의 Fig.7은 OWC 력발 구조물의 설치 유무에 따

른 공기실 치에서 수 변동으로부터 추산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결과이다. 제시된 결과에서 구조물이 존재할 때 랑

에 지가 증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크주 수  근

방에서 최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 OWC파력발전구조물에서 공기흐름속도에 
관한 주파수스펙트럼

 먼 , 3차원불규칙 동장하 OWC 력발 구조물의 공

기실 내에서 수치 으로 얻어지는 불규칙수면변동에 식(5)를 

용하여 추산된 불규칙공기흐름속도의 시간변화(cm/s)를 

불규칙수면변동(cm)과 함께 Fig.8(a)에 제시한다. 한, 해

수교환과 랑에 지의 이용이라는 두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OWC 력발 구조물(Fig.1)에 

10cm높이의 통수로를 설치하여 공기실 내에서 수 변동과 

이에 따른 공기흐름속도의 시간변화를 Fig.8(b)에 제시한다. 

체 인 경향은 두 변동량의 시간변화에서는 항상 상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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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Comparison of frequency spectrum for water 
level fluctuation and flow velocity

(a) OWC wave power generation system. 

(b) Sea water exchange breakwater.
<Fig.8> Time variation of water level fluctuation  
and airflow velocity  in the air-chamber under the 

action of irregular waves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5)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 곡의 후에서는 수 변동량이 나

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기흐름속도는 0으로 주어지고, 반면에 

수 의 상향 혹은 하향교차 에서는 수 변동량이 크게 나

타나므로 이에 따라 공기흐름속도가 크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Fig.8의 수 변동으로부터 추산된 공기흐름속도의 주

수스펙트럼을 수 변동의 주 수스펙트럼과 함께 Fig.9에 

나타낸다. Fig.9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흐름속도의 주 수

스펙트럼 피크치가 수 변동의 경우보다 약간 단주기측으로 이

동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Fig.8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변

동량의 시간변화에서 상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즉 수 변

동의 크기가 바로 공기흐름속도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수 변

동의 시간변화율이 공기흐름속도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5. 결론

 요한 체에 지기술의 하나로 인식되는 진동수주형

의 랑에 지변환시스템에 있어서 불규칙 동장하 공기실 

내의 불규칙공기흐름속도의 추정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D-NIT모델의 용성을 검토할 목 으로, 먼  규칙 동장

하에서 공기흐름속도, 구조물 주변과 공기실 내에서 수 변

동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에 한 본 수리실험결과와 본 

3D-NIT모델에 의한 결과를 비교⋅검토하 다. 이로부터 공

기흐름속도의 측정에 계측기기가 갖는 로펠러의 성력

으로 공기흐름속도에 한 직 인 검증은 충분히 수행되

지 못하 지만 합리 인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공기실 내에서 수 변동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에서 본 

3D-NIT모델의 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본 모델을 불규칙 동장에 설치된 OWC 력발 구조물의 

주변 동장  공기실 내에서 공기흐름속도의 추정에 용

하여 다음과 같은 요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1) Bretschneider and Mitsuyasu 스펙트럼에 기 한 

input spectrum과 조 지 에서 계측된 수 변동으로부터 

산정된 target spectrum은 잘 일치하며, 조 된 불규칙 랑

의 에 따라 랑에 지의 분산  유체 성 등에 의해 

incident spectrum의 피크주 수 에서 랑에 지의 감쇠

가 발생한다.

(2) OWC 력발 구조물의 설치 유무에 따른 공기실 

치에서의 수 변동으로부터 추산된 스펙트럼에서 구조물이 

존재할 때 모든 주 수 에서 랑에 지가 증 되며, 이는 

피크주  근방에서 최 로 나타난다.

(3) 공기실 내에서 수 변동과 이에 따른 공기흐름속도의 

시간변화에서는 항상 상차이가 존재하며, 공기흐름속도

에 한 주 수스펙트럼의 피크주 수가 수 변동에 한 

주 수스펙트럼의 경우보다 약간 단주기측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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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해안 이상 랑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2007 Abnormal Wave in the Yellow Sea

배재석1, 권갑근2, 윤성범3

 Jae Seok Bae1, Kab Keun Kwon2, Sung Bum Yoon3

1. 서론

기압 변(기압 )의 발생은 해수면의 국부 인 

상승 는 하강을 발생시킨다. 특히 기압 변부가 

장 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Proudman 공명(Proudman, 1929)에 의해 고가 증가

되고 이 게 증폭된 장 가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천수

화의 향으로 더욱 고가 증가되어 해안을 내습하고 

범람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기압 의 

이동과 이로 인해 발생된 장 의 내습 피해는 일본, 

국, 스페인 등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 2007년 3월 기압 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

가 서해안을 내습하며 1명의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서

해안 곳곳에서 침수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

시 서해상에는 기압 변의 발생과 이동을 측할 만

한 측시설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부 섬들을 비

롯한 내륙지역에서만 기상청의 AWS 측시스템이 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재까지도 서해상을 이동한 

기압 변부의 정확한 정보는 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3월 서해안 기상해일 발생 당

시에 측된 기상청의 인공 성 상자료와 AWS  

국립해양조사원의 조 측소에서 측된 기압자료

를 바탕으로 서해를 하는 기압 의 분포형태를 

악하 으며 이를 용하여 2007년 3월 기상해일 재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2. 기압점프의 발생 및 이동 

본 연구에서는 2007년 3월 기상해일의 발생원으로 

단되는 기압 의 발생  이동 경로를 악하고자 

2007년 3월 30일~31일에 측된 기상청의 일기도 자료

와 인공 성 자료를 분석하 다. 일기도 분석을 통해 

몽고의 동측에 치한 기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남동방향으로 한반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은 2007년 3월 30일 20:33(KST)에 

측된 MASAT 성의 외 상 자료이다. 몽고의 동

측으로 기압의 심이 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반

시계방향으로 회 하는 구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에서 권운을 동반한 극제트류(polar jet stream)에 

기압의 향으로 굴곡이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가 낮은 류권 상층부 극제트

류의 일부가 굴곡부의 외측으로부터 유출  하강하여 

발해만과 서해의 따뜻한 기단으로 유입되며 도류

(density current)를 발생시키고 그 향으로 발해만의 

서측에 구름이 생성되고 있다고 단하 다. 도류 흐

름에서 따뜻한 기단이 찬기단의 침입으로 인해  찬기단

을 타고 넘으면서 치올림응결고도(lifting condensation 

level)의 향으로 구름을 생성시킬 수 있다. 

Fig. 1에서 발해만에 생성된 구름은 말굽형태를 보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굽모양 구

름의 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2가지 경로로 기압

가  이동하 다고 추정하 다. 

 1 한양 학교 학원 건설환경공학과 / 박사과정 / bjjae194@hanyang.ac.kr

 2 한양 학교 학원 건설환경공학과 / 박사과정 / kkkwon@hanyang.ac.kr

 3 한양 학교 ERICA캠퍼스 건설환경공학과 / 교수 / sbyoon@hanyang.ac.k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Infrared image of MTSAAT (기상청) 

Fig. 2는 한반도 내륙에 치한 기상청의 AWS와 국

립해양조사원의 조 측소에서 측된 기압자료를

분석하여 기압 의 측소별 기압 의 도달시간

을 악한 후 기압  도달시간이 동일한 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도시한 자료이다. 도달하는 기압

의 크기가 큰 지역에서는 기압 의 도달시간을 명확

하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의 기압변

화 패턴을 악하고 기압  크기가 작은 지역들에서

의 기압  도달시간을 효과 으로 악하 다. Fig. 2

에 제시된 기압 선의 분포는 성 상의 말굽모양 

구름을 통해 악된 2가지 경로의 기압 가 잘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Distribution of pressure jump line according to 
arrival time 

Table 1은 외 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추정된 2007

년 03.30 20:33(KST)의 기압  치로부터 백령도

(BGR), 인천(IC), 안흥(AH), 군산(GS), (YG)에 도

달한 기압 의 이동시간과 거리를 이용하여 각 지역

별로 기압 의 속도를 산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각 지역별로 산정된 이동속도를 이용하여 60min 단

로 기압 가 이동한 거리를 악하고 이를 선으로 

연결  도시하여 Fig. 3에 제시하 다. 백령도와 안흥

에 이르는 기압 선은 곡선의 형태로 동진하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흥에서 에 이르는 기압 선

은 거의 직선형태로 산둥반도로부터 남동진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해일 

피해를 발생시킨 기압 는 안흥에서 에 이르는 

직선형태의 기압 라고 단되며 이를 2007년 기상

해일 수치모의를 한 입력자료로 활용하 다. 

<Table 1> Estimation of pressure jump speed

Station Distance 
(km)

time 
(min)

speed 
(m/s)

Anheung(AH) 175 175 32.57

Baegryeong(BGR) 224 111 33.63

Gunsan(GS) 414 243 28.39

Incheon(IC) 390 191 34.03

Younggwang(YG) 417 270 25.74

<Fig. 3> Estimation of pressure jump in Yellow Sea

3. 2007년 기상해일 수치모의

Fig. 4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 측소에서 

측된 기압의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4를 분석

하고 2007년 기상해일의 기압 의 크기를 5.5hPa로 

설정하 으며 기압 의 최고 으로부터 선단부까지

의 거리를 10km로 설정하 다. Fig. 5는 기압 의 

기 치와 기압 의 형태 그리고 수치모의를 한 계

산 역( 역 A)을 보여 다. 기상해일 수치모의를 해

서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용하 다.



<Fig. 4> Observed atmospheric pressure at Younggwang 
(국립해양조사원)

<Fig. 5> Distribution of initial atmospheric pressure jump 

Table 2. Computational information for sub-regions

Region No. of Grids ∆x (m) ∆t (sec)

A 1842×1918 465∼520

0.3

B 622×856 172.854

C 649×679 57.618

D 562×610 19.206

E 589×733 6.402

기상해일이 해안에 근하면서 천수화에 의해 장

이 차 으로 감소하여 격자의 해상도가 떨어지면 수

치오차가 발생하므로, 수심이 깊은 A 역에서는 경도차 

20sec의 큰 계산격자를 사용하고 최종 심지역인 라

남도  지역이 치하는 E 역까지 격자크기를 4단

계에 걸쳐 1/3씩 여나갔다. Table 2는 격자  계산정

보를 보여 다. Fig. 6은 최상세역(E)의 수심분포  조

측소의 치를 보여 다. 수치모의 계산결과는  

조 측소의 조  측자료와 비교되었다. 이때, 조

자료는 조석성분을 제거하고 기상해일 성분만을 추출하

기 해 high-pass filter(cut-off 60min)가 용되었다.  

Figure 7은 수치모의 결과와 측자료를 비교하여 도시

한 자료이다. 2007. 03.30 20:33(KST) 이후 약 300min이 

지난 시 에  조 측소에 도달한 최  기상해일

고의 크기  도달시간 그리고 주기(약 16min) 등은 수

치모의를 통해 잘 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Computational sub-region (E) and bathymetry 
near the Younggwang (depth unit: m, MSL)

<Fig. 7> Comparision of observed and calculated time series 

실제 측치에서는 최  기상해일고 측이후 약 1m

의 최  해일고가 측되었으나 계산결과는 이를 재

하지 못했다.  Fig. 8은 2007. 03.30 20:33(KST) 이후  

180min이 지난 시 의 기압 선의 치와 수면변  

스냅샷을 보여 다. 

<Fig. 8>  Snapshot of the free surface profile and pressure 
jump line



4. 결론

2007년 3월에 기상해일 발생 당시 기상해일을 발생

시킨 서해상의 기압 를 측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재까지 서해상의 기압 는 서해안

의 기압  도달시간을 통해 추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상청의 인공 성 외 상 자료와 기상

청의 AWS  국립해양조사원 조 측소에서 측된 

기압 측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서해상을 이

동하는 기압 의 시작 치  분포 그리고 이동 형태 

등을 구체 으로 도출하 다.  이 게 도출된 서해 기

압 에 한 정보는 기상해일 재 을 한 2차원 수

치모의에 용되었으며 수치모의 결과는  검조소

의 측자료와 비교되었다.  비교결과 수치모의 결과와 

측치의 최  해일고의 크기  주기는 상당히 일치하

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

한 서해상의 기압 의 정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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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동수조에 있어서 수  혼상류 경계추 법의 용성

Applicability of an Algebraic-type Interface Capturing Method 

in Numerical Wav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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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해안공학분야에 있어서 복잡한 자유수면경계를 

보다 효율 으로 추 하기 해 서로 혼합되지 않는 액

체와 기체상태의 비압축성 뉴턴유체를 상으로 하는 혼

상류모델에 의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혼상류모델에는 각각의 유체에 한 경계면의 거동에 

한 추 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는 최종 인 수치계산결

과를 좌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자유수면을 추 하는 

방법에는 계산격자를 경계면의 형상에 따라 변형시키면

서 해석하는 수법과 계산격자를 재구성하지 않는 수법으

로 별될 수 있다. 자의 표 인 계산방법으로는 유한

요소법, 경계 합좌표법, Lagrangian법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MAC법(Harlow& Welch, 1966), Level-set

법(Osher&Sethian, 1988), VOF(Hirt&Nichols,1981)법 등

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유수면의 추 기법  해안공

학분야에서는 유체가 격자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율의 

분포로부터 자유수면을 추 하는 VOF법이 빈번하게 사

용되고 있다. VOF법은 계산격자를 통한 이류계산시 유

체체 율을 보존하기 해 자유수면형을 고려한 고정도

의 donor-acceptor법을 채용하고 있어 유체 유율을 계

산하기 해서는 반드시 자유수면형에 한 정보가 요구

된다. 따라서, 유체율의 이류계산 후에 자유수면형에 

한 재구축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자유수면의 재구축에 

한 과정은 계산격자  주변 격자의 유체 유율로부터 

자유수면형을 구축하므로 알고리즘이 복잡하며, 해석

상의 계산 역 범 와 이용하는 격자 해상도에 비례하여 

수치계산의 부하가 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단 을 

지닌다. 특히, 자유수면의 추 에 한 수치계산은 높은 

계산비용이 발생하는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 하는 

시간발 형 CFD 모델이 부분으로, 자유수면형의 재구

축은 수치모델의 경쟁력을 하시킬 수 있다. 반면, 최근

에는 표면셀에서 유체 유율의 한 근사를 통해 이류계

산을 수행하는 CICSAM(compressive interface capturing 

scheme for arbitrary meshes)법 (Ubbink and Issa, 1999)  

THINC(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capturing)법

(Xiao et al., 2005)과 같은 수  경계추 법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제안된 수  기·액체 혼상류의 

경계추 법인 THINC법(Xiao et al., 2005)을 M-CIP법에 기

한 수치 동수조모델인 TWOPM(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ows, 이 등, 2011)에 용하여 

THINC법의 기본 인 특성을 악하고, 동장에 한 

자유수면의 추 능을 검토한 것이다. 한, 본 연구에

서는 THINC법의 자유수면 추 능을 향상시키기 해 

유체율 럭스를 제어하는 FCT-THINC법을 새롭게 제

안한다.

2. THINC법에 의한 자유수면의 추적

술한 바와 같이 기체와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혼상

류의 해석에서는, 자유수면형을 고정도로 추 할 필요

가 있다. 자유수면형에 한 추 은 액상에 한 유체

율함수 의 시간발 을 다음과 같은 이류방정식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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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ux calculation by THINC method

<Fig. 2> Dam-break simulation by THINC




∇∙∇∙                    (1)

의 식에서 시간항에 진차분을, 이류항에 앙차

분근사를 용하여 이산화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기

존의 VOF법에서는 식(1)의 유체 유율함수 에 

한 이류계산시 수치확산과 자유수면형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풍상측셀과 풍하측셀의 유체

유율함수에 의해 이류량( 럭스)을 계산한다. 즉, 풍

하측의 자유수면형상과 이류에 의해 이동되는 유체형

상의 연속성에 주의하여 유체 유율함수의 값을 결정

한다. 따라서, 기존의 VOF법은 표면셀에 있어서 자유

수면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유수면형은 계산에 이

용되는 좌표축과 연직하게 결정되므로 이류면과 자유

수면은 연직이거나 평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수면형에 따른 이류계산은 계산의 효율

성을 하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THINC법은 표면셀

에 있어서 Tanh함수를 자유수면의 모델함수로 이용하

여 유체 유율함수의 이류량을 계산하는 수법으로, 자

유수면에 한 형상구축이 필요하지 않다. Tanh함수를 

이용한 모델함수 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max




tanh 




                          
                                                                                           (2)

여기서, max max  은 인 셀의 유체

유율함수의 최 치,   는 자유수

면기울기의 방향,  는 모델함수의 변화율을 제어하는 

변수로 Xiao et al.(2005)은 3.5를 추천하고 있다. 따라

서, 식(2)에서 유일한 미지수인 는 모델함수가 jump

하는 심의 좌표로 다음의 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
 

 

 
                                         (3)

                                                                                                
식(3)으로부터 구한 를 식(2)에 입하면 각각의 계

산셀에 있어서 모델함수 의 계산이 가능하다. 이

러한 모델함수를 이용하면 각각의 계산셀 경계에 있어

서 유체 유율함수의 이류량 의 계산이 가능하

게 된다.

 
 

  ∆
  ≥                  (4)

  
 

  ∆
                      (5)

이상의 THINC법에 의한 유체율함수의 이류량계산

에 한 개념을 Fig. 1에 나타낸다.

3. THINC법에 의한 계산결과 및 고찰

3.1 Dam-break의 재현성
우선, THINC법을 dam-break에 의해 발생하는 자유

수면의 추 에 용하 다. Dam-break의 벤치마킹문

제에 자주 용되는 Martin & Moyce(1952)의 실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산 역의 공간분해능(resolution)

에 따른 수치계산결과를 고찰하 다. 하지만, 게이트의 

두께  게이트가 완 히 개방되기까지 소요시간은 무

시하 다. Fig. 2에 dam-break에 의해 발생하는 단 의 

선단 치에 한 THINC법에 의한 계산결과와 Martin 

& Moyce(1952)의 계측결과  최근에 실행된 Hu & 

Sueyoshi(2010)에 의한 실험결과를 동시에 나타낸다. 

THINC법에 의한 수면의 추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

하면 단 의 속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계산에서는 게이트의 



t=0.00 s t=0.35 s

t=0.45 s t=0.75 s

t=0.95 s t=1.15 s

<Fig. 3> 3-dimensional Dam-break simulation by THINC

<Fig. 4> Comparison of wav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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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wave deformations around 
           submerged breakwater

개방시간과 면마찰계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단 의 기 속도에 한 상차

를 제외하면 반 으로 수리실험결과를 양호하게 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NC법의 3차원으로의 확장성을 검토하기 해 3

차원 dam-break 상에 용하 다. Fig. 3은 길이 1.6m, 

폭 0.61m, 높이 0.75m의 수조에서 길이 0.4m 높이 0.4m

의 물기둥이 붕괴함에 따른 각주 주변에서 수면변동의 

계산결과이다. 계산 역의 해상도는 160×61×75를 용

하 다. 한, Fig. 3의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각주에 작용

하는 단 의 력에 한 계산결과와 Arnason(2005)에 

의한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Fig. 4에 나타낸다. Fig. 3의 각

주 주변의 수면변동과 Fig. 4의 dam-break에 의해 발생

되는 단 력의 결과로부터 THINC법은 단 와 각주의 

상호작용을 양호하게 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파동장으로의 적용
잠제가 설치된 동장에서는 천단상의 수심변화로 

인해 격심한 수면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THINC법

을 잠제주변의 랑변형 해석에 용하여 Losada et al. 

(1977)에 의해 수행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THINC법

의 동장에 한 용성을 검증한다. THINC법과 종

래의 VOF법에 의해 각각 추 된 잠제주변의 수면변동

에 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를 Fig. 5에 나타낸

다. 그림 의 (a)는  잠제의 면, (b), (c)는 잠제의 천단

상, (d), (e)는 잠제 배후에서의 수면변동을 각각 나타낸

다. 한, THINC법의 계산에서는 모델함수의 변화율

(식(2)의 )을     과   ,   을 용하

여 의 변화에 따른 추 능을 검토하 다. 여기서,  

와 는 각 방향에 한 모델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내

며,  의 값이 클수록 불연속한 유체율함수를 보간하는 



 (a) Computational results by THINC method 

 (b) Computational results by FCT-THINC method
<Fig. 6> Zalesak disk computation 

모델함수의 기울기가 해지고 donor-acceptor법에 근

하게 된다. Fig. 5로부터     을 이용한 

THINC법의 수치계산결과는 Losada et al. (1977)의 실

험결과를 잘 재 하고 있는 반면,   ,    의 경

우는 수면이 교란되어 잠제배후의 수면변동의 추 성

능이 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종래의 VOF법에 

의한 계산결과와 비교하면     를 이용한 경우

는 VOF법과 거의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THINC법을 제안한 Xiao et al.(2005)의 연구에서

는   를 제안하고 있으나 동장과 같이 진동류에 

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델함수의 기울기가 증가

함에 따라 고주 수 진동성분의  발생을 확인하 다.

4. FCT-THINC법의 제안

Fig. 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THINC법은 수면부근

에서 ripple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셀경계에서 계산되는 유체율함수의 

럭스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FCT(flux corrected 

transport)법(Boris & Book, 1973)을 THINC법에 용

하여 수치진동의 제어를 도모하 다. Fig. 6은 THINC

법과 FCT-THINC법을 용한 Zalesak디스크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Fig. 6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THINC법의 경우 

half revolution과 one revolution에서 디스크의 형상추

능이 하되고 있는데 반해, FCT-THINC법은 기

형태를 잘 재 하고 있다. 

5. 결론

수  경계추 법인 THINC법을 동장으로의 

용성을 검토한 결과 종래의 VOF법과 동등한 재 성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THINC법은 계단함수인 유체율

함수에 Tanh함수를 모델함수로 이용하여 자유수면의 

재구축이 불필요한 계산수법으로, 알고리즘이 지극히 

단순하여 다양한 수치해석코드로의 용이 용이하다. 

하지만, 주기 의 자유수면추 에 용하는 경우 모델

함수의 변화율에 의해 수면에 진동이 발생하는 등 보다 

자세한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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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에 따라 임의로 변하는 흐름이 있는 경우 랑의 수 측

Prediction of wave number for waves in a current 

with arbitrarily varying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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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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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랑은 흐름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수, 향, 

고가 바 다. 이를 측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은 흐름의 속도가 바닥부터 수면까지 일정하다고 

하여 Doppler shift 상으로 수과 향의 변화

를 측하는 것이다. 한 고는 wave action의 

보존법칙으로 고의 변화를 측할 수 있다. 실

제로 흐름의 속도가 바닥부터 수면까지 일정하지 

않다(<Fig. 1> 참조). 체로 바닥에서 유속이 느

리고, 수면에서 유속이 빠르다. Skop(1987)와 Kirb

와 Chen(1989)은 흐름의 속도가 상속도에 비하

여 작다는 가정 하에 (즉,  ≪ ), 섭

동법을 사용하여 각각 과 의 정확도까

지 수를 측하 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흐

름의 속도가 상속도에 비해서 작지 않거나, 흐

름의 속도가 바닥에서 수면 사이에 변한 경우 

정확한 측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 수심에 따라 

속도가 임의로 변하는 흐름에 랑이 하는 경우 

랑의 수를 정확히 측하는 기법을 개발하 다. 

2. 다수 층에서의 분산관계식

먼  바닥에서부터 수면 사이를 충분히 많은 

수의 층으로 나 어 각 층에서 흐름의 속도가 거

의 일정하게 한다(<Fig. 2> 참조).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ig. 1> 수심에 따라 임의로 변하는 흐름 모식도

<Fig. 2> 3개 흐름 층을 지나는 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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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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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바닥에서의 경계조건이고, 식 (3), (4)는 

흐름 층 간의 경계조건이고, 식 (5), (6)은 수면에

서의 경계조건이다.  식에서 아래첨자  는  번

째 흐름 층을 의미한다. 아래첨자 1은 수면이 있

는 층이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증가한

다. 이를 만족하는  의 해를 다음과 같이 둔다.

  







cosh  ⋯ 
sinh  ⋯ 









       (7)

                                   

수면변 를     라고 두고 식 (1)~(6)을 

풀면 1개, 2개, 3개 층에서의 분산 계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tanh  (8)

   







 tanh tanh

tanh
 tan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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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ta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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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tanh



 tanh tanh












   (10)

여기서 는 각주 수, 는 수, 는 력가속도이다.  

본 연구에서 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산 계식이 

변하는 규칙을 발견하 다. 1개 층에서의 분산 계식 

(1)에서  을    로 바꾸고, 식 (8)의 우변의 항을

다음 계식 (11)로 바꾸면 2개 층에서의 분산 계식 

(9)를 얻을 수 있다.

tanh →


 tanh tanh

tanh
 tanh

  (11)

한 식 (9)에서   를   으로 바꾸고 식 (9)의 우

변의 항을 다음 계식 (12)로 바꾸면 3개 층에서의 분

산 계식 (10)을 얻을 수 있다.

tanh →


 tanh tanh

tanh
 tanh

 (12)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유속이 서로 다른 무수히 

많은 흐름 층에서 랑과 해류가 공존하는 경우 랑의 

분산 계식을 얻을 수 있다.

3. 검증

Kirby와 Chen(1989)은 바닥에서 수면 사이에 속도가 

변하는 흐름이 있을 때 수면 의 분산 계식을    
정도까지 근사 으로 계산하 다. 선형흐름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3)

이때  이고, 상속도  의 해석해는 다음과 

같다.



    



 tanh  



 (14)

여기서,

    

 tanh 
 (15)

   
  

 tanh  (16)

천해에서 속 로 상속도를 무차원화 

(  ) 했을 때, 상속도 계 의 

해석해   1차, 2차 근사해는 다음과 같다.

해석해:  



   (17a)

 :    (17b)

  :   

 
 (17c)

<Fig. 3>은 바닥에서 수면 사이에 흐름의 속도가 선

형 으로 변하는 경우    = 1/2,  3/4,  1에서의 상속

도 계를 나타낸다. 붉은 실선은 엄 해, 선은 

의 근사해, 일 쇄선은 의 근사해를 나타내고, 

선은 제2장에서 유도된  분산 계식으로 10개 층에 

해 계산된 상속도 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해는 

모든 경우에 의 근사해보다 더 정확하고, 와 

유사한 정도로 나왔다.

<Fig.3> 천해에서 수심에 따라 속도가 선형 으로 

변하는 흐름이 있는 경우  에 따른 상속도 의 

변화

4. 다수 층 흐름에서의 파랑변형

여러 가지 다수 층 흐름에서의 랑변형을 산정하기 

하여 <Fig. 4>와 같은 7 가지의 흐름에 하여 분산

계식을 계산하 다. 즉, 수직 으로 동일한 흐름을 가

진 조건 (1, 2, 3번째 경우)과 선형 으로 변하는 흐름 (4 

번째 경우, 식 (13)), Cosine 함수로 표 되는 흐름(5번

째 경우, 식 (18)) 지수함수로 표 되는 흐름(6번째 경

우, 식 (19)), 표층은 Us이고 층은 -Us로 선형 으로 

변하는 흐름(7번째 경우)를 고려하 다. 

    cos
   (18)

    
 


 (19)

계산 조건은 무차원 상속도 F=1 (  )로 가

정하 으며, 주기는 5 ~50 를 0.1  간격으로 계산하

다. 수직으로는 각 층당 1m의 두께를 가진 10개 층 

(총 수심 10m)으로 계산하 다. <Fig. 5>는 7가지 경우

에 한 주기에 따른 상속도를 나타내며 짧은 주기의 

일수록 상속도의 변화가 크며, 장주기의 일수록 

평균유속의 향에 수렴하는 것을 보인다.

          <Fig, 4> 7가지 흐름의 속도 분포



<Fig. 5> 7가지 흐름에서 주기에 따른 상속도의 변화 

(  )

5. 결론

본 연구에서 바닥에서 수면 사이에 흐름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층으로 나 어 모든 층에 

용되는 수를 유도하 다. 즉, 각 층에서의 유속을 

일정하게 둘 만큼 다수의 층을 두고 각 층에서 연속방

정식과 경계조건(즉, 바닥에서의 운동학  경계조건, 

수면에서의 운동학  경계조건, 동역학  경계조건, 

층 사이에 압력의 연속성 조건, 수직방향 유속의 연속

성 조건)을 사용하여 분산 계식을 유도하 다. 

Kirby와 Chen(1989)의 근사해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정도로 수를 측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인 ‘해

터  실용화를 한 핵심기술개발 (PE98761)’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Kirby, J.T. and Chen, T. (1989). Surface waves on 
vertically sheared flows: Approximate dispersion 
relations, J. Geophysical Research, 94(C1), 
1013-1027.

Skop, R.A. (1987). Approximate dispersion relation 
for wave-current interactions, J. of Waterway, 
Port,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113(2), 
187-195.



공진수로형 력발 과 월 형 력발 의 비교

Comparison of wave power generation methods by resonance channel and 

overt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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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연료의 고갈로 지구인이 체에 지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해양에 지 가운데 조

력·조류발 과 해상풍력발 을 시도하고 있다. 력발

 가운데 진동수주형은 발 효율이 높은 반면 지속

으로 발 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진동수주형 력

발 장치는 폐된 공간으로 랑이  아래로 움직일 

때 공간 내에 있는 공기의 운동에 지를 이용하여 발

하는 장치이다. 수주의 고유주기가 입사 랑의  주기와 

같으면 움직임이 증폭되어 (즉, 공진이 발생하여) 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기의 움직임이 항상 일

정하지 않고 폭풍이 불어 닥칠 때 사용하지 못하여 지

속 인 발 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월 형 력

발 장치는 지속 으로 발 은 가능하지만 낙차가 크

지 않은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1993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다양한 형식(부유식 진동수

주형, 고정식 진동수주형, 직선 월 형, 나선 월 형 둥)

의 발 장치를 개발하 다. 국내에서 개발한 력발

장치는 선진국에 비해서 효율성과 안 성 면에서 앞서

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Lee와 Lee(2003)는 항 내의 오

염원을 항 외로 효과 으로 보내는 해수교환방 제를 

개발하 다. 방 제를 통하는 수로에 랑의 로 

인하여  아래로 요동치게 된다. 요동치는 수로의 고

유주기가 입사 랑의 주기와 같을 때 수로 내 수면이 

최 가 되어 항내로 최 의 유량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수로의 공진을 이용하여 발 효율을 극

화 하면서도 수로 머로 월 를 유도하여 지속 으

로 발 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 다. 본 장치는 방

제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 제와 발 의 

겸용으로 쓰이는 장 이 있다. 본 장치와 월 형 장치

를 발 효율을 비교하기 하여 월 유량을 측정하고, 

발 용량을 비교하 다. 즉, 의 주기, 고, 월  턱 

높이, 월 면의 경사를 달리 하면서 Flow-3D를 써서 수

치실험을 수행하여 월 유량을 측정하 다. 

2. 발전 원리

<Fig.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이다. 외해에서 입사하는 랑이 외해수로를 지나

서 수지로 넘어가고 수지의 뒤에 내해수로를 통과

한다. 내해수로에 수차를 두어 수지와 내해의 수 차

를 이용하여 발 한다. 외해수로를 지나는 물은 공진 

발생 시 수 가 최 가 되어 수지 머로 유량이 최

가 될 것이다. Lee와 Lee(2003)은 외해수로의 수 가 

최 가 되는 공진주기 을 다음과 같이 측하 다.

  




                 (1)

식 (1)을 사용하여 입사 의 주기  가 공진주기 와 

같이 되게 외해수로의 길이 을 조정한다.  이때 수지 

머로 들어오는 유량 는 다음과 같다.

 


                 (2)

 식에서 는 하나의 가 입사할 때 외해수로를 통

해서 수지로 들어오는 체 이다.  수지에서 내해수

로를 지나는 유량 는 다음과 같다.

                      (3)

 식에서 는 내해수로의 단면 이고,   는 평균해수

면 비 수지의 수 이다. 내해수로에 설치된 수차의 

발 용량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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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장치 유형 최대수위 주기 공진주기
공진
수로

L자형 1.1초    1.03초
30°경사 1.5초    0.96초
45°경사 1.1초    0.81초

월파 30°경사 1.3초
45°경사 1.0초

                   (4)

 식에서 는 물의 단 량이다. 발 용량이 최 가 

되기 해서는 가 최 가 되어야 한다.  수지의 

수   는 연속방정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풀

어서 구할 수 있다.



                    (5)

 식에서 는 수지의 표면 으로 수  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유한차분기법으로  식 (5)를 차분하여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식에서 아래 첨자  은 매시간 단계이고, 는 시

간간격이다. 외해수로의 물이 들어오기 에는    

이었다가 외해수로를 통해서  만큼의 유량이 들어오

면 수    가 증가하고, 유출유량   도 증
가한다. 유출유량이 유입유량과 같아지면 (즉, 

   ) 수 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상상태
가 유지된다. 수 상승 속도 는 수지의 표면   

 에 반비례한다. 

수지의 턱 높이를  이라고 하면 수 가 정상상태

에 이를 때 수 가 수지의 턱 높이와 같게 된다면 유

입유량  의 100%를 발 을 한 유출유량 로 쓸 

수 있다. 한 랑이 입사할 때 수지로 유입되는 체

은   만큼 수지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7)

 식에서  는 정지수면부터 수지 턱 높이 사이의 
수지 표면 의 평균값이다. 만약  ≧이면 외해

수로를 통해 수지로 유입된 물이 발 용으로 100% 

활용이 된다. 반면  이면 수지로 유입된 물의 

일부가 외해로 역류하여 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수지의 턱이 높을수록 외해수로에서 수지

로 유입되는 유량이 어들 것이다. 따라서, 수지의 

턱 높이가  이 되게 하면 최 의 효율의 발 이 

보장되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발 용량은 식 (4)로부터  × 이 최 가 되는 

수지의 턱 높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수치실험

본 연구에서는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와 월 형 

력발 장치의 경우 외해수로의 턱 높이 을 바꿔가

면서 수지로 유입되는 유량 을 측정하여  ×
로 표 되는 발 용량을 비교하 다. FLOW-3D를 이

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 고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

하 다.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로는 Lee and Lee(2003)가 

수행한  L자형 공진수로와 30°, 45° 경사의 직선 공진수

로의 총 3 가지 경우에 수행하 다. 월 형 력발 장

치로는 30°, 45° 경사의 직선 월 면의 총 2 가지 경우에 

수행하 다. <Fig. 2,3,4>는 각각 L자형 공진수로, 직선 

공진수로, 월 면의 실험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수지

의 바닥을 요철 형태로 두었다. 따라서, 좁게 패인 부분

에 수면의 요동이 미미하여 수지에 장된 물의  체

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총  5 가지 서로 다른 단면에서 수심이  32cm,  공

진수로 는 월 면 입구의 수심이  11.5cm 로  

같이 두었다. 3 가지 공진 수로의 경우 외해수로의 폭을 

 7cm로 같이 두었다. L자형 공진수로의 제원은 

Lee and Lee(2003)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했던 단면의 

제원과 같이 두었다. 입사 의 고는 2.8cm로 고

정하 고, 입사 의 주기는   0.8, 1.0, 1.1, 1.2, 1.3, 

1.4, 1.5, 2.0 로 모두 8 가지 경우에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장치에서 수 가 최 가 되는 주기를 찾은 뒤, 그 

주기에서 수지의 턱을  의 2 가지 경우에 

유입유량  를 측정하 다. 

<Table 1> 에 수 가 최 가 될 때의 주기와 공진수

로에서 측된 공진주기를 함께 나타내었다. 공진수로

의 경우 측된 공진주기에서 수 가 최 가 되지는 않

았다. 다만 L자형 수로에서 측된 공진주기와 최 수

 주기가 유사하게 나왔다. 이에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Fig. 5>에 각 장치에서 최고수 와 최고수

가 발생하는 주기를 도시하 다. 5 가지 장치 가운데 

L자형 공진수로에서 최고수 가 입사 고의 3배로 가

장 크게 발생하 고, 그 다음으로 30° 경사의 공진수로, 

30° 경사의 월 면, 45° 경사의 월 면, 45° 경사의 공진

수로 순으로 발생하 다. 공진수로가 월 면보다 수로 

내 최고수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경사각

이 작을수록 수로 내 최고수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각 장치의 최 수  주기와 측된 공진주기

<Fig.  6>은 각 장치의 랑 당 유입유량을 도시한 것

이다. 수지의 턱 높이가   인 경우 모든 장치에 

유량이 컸지만   인 경우  수지의 턱이 높아서 

각 장치별로 유량이 하게 차이가 났다. 즉, L자형 

공진수로의 경우 유량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30° 경

사의 공진수로의 경우 유량이 반으로 작았고, 그 다음



으로 45° 경사의 공진수로와 30° 경사의 월 면이 비슷

한 정도로 유량이 작았다. 45° 경사의 월 면의 경우 유

량이 거의 없었다. 한, 첫 번째 에 의해 수지로 넘

어온 물의 유량은 었지만 그 다음 부터 유량이 증

가하다가 3번째 는 4번째에 이르러서 최 다가 그 

다음부터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었다. 평균 유량  을 
구하기 하여 유량이 최 인 (즉, 3번째 는 4번째 

)부터 12번째 까지 된 유량을 의 수 만큼 나

었다.  <Fig. 7>은 평균  유량과 수지의 턱을 곱한 

값(즉, ⋅ )을 도시하 다. 
따라서,  모든 장치에서 수지의 턱 높이가   

인 경우에 발 용량이 가장 크게 나왔다. 이는 턱 높이

가 로 무 크면 수지로 유입되는 유량이 아

주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 5 가지 장치 가운데 L자형 

공진수로의 경우 발 용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30° 경사의 공진수로의 경우가 두 번째로 크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 장치는 <Fig. 1>과 같은 형태

로서 발  용량이 다른 장치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존의 력발  장치 가운데 월 형(Wave 

Dragon, 해양연구원 등)에 비해서 본 장치의 발 의 우

수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더 많은 조건 (즉, 외해수로의 단면  , 내해수

로의 단면  , 수지의 표면   등)의 상 계를 

분석하여 실무에 용할 수 있는 최  발 용량의 발

장치를 제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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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 단면도

<Fig. 2> L자형 공진수로 실험단면

<Fig. 3> 직선 공진수로 실험단면

<Fig. 4> 월 면 실험단면



     
  <Fig. 6> 각 장치의  당 유입유량. (a) 

, (b) ()

<Fig. 5> 각 장치의 최 수 와 주기

(a)

<Fig. 7>   에 따른 ⋅  의 변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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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안의 랑환경(wave climate)은 조석환경과 더불

어 지형  생물 서식환경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표 인 물리환경 인자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

측소 검조자료를 이용하여 조석환경을 악하는 연

구는 풍부한 반면, 랑환경 분석에 한 연구는 장기

이고 연속 인 측 자료가 부족하여 상 으로 미

흡한 실정이다. 한 랑 측이 랑모형 검증  단

기간의 랑정보 추출을 목 으로 수행되어 장기간의 

랑환경 특성 분석에는 부 합한 경우도 빈번하다. 그

러나 랑환경은 연안의 퇴 환경, 생물 서식환경 등에 

향을 미치는 인자이고 랑에 지 평가에 필수 이

기 때문에 장기간의 자료를 이용한 랑 환경 특성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랑환경 분석에서는 설계 에서

의 최  는 극한 랑정보보다는 장기간의 평균 랑

정보에 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의 장기간의 

랑에 한 통계 인 특성분석 연구는 해안구조물 설

계를 한 후측(hindcasting) 자료 생성, 평상  산정  

연안 랑에 지 평가 목 (이 등, 1988;  안·천, 2004; 

송 등, 2004; 정 등, 2007)으로 수행된 바 있으나, 랑 환

경 특성 악을 한 연구는 장기간의 측자료 부재로 

미흡한 실정이다. 장기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에서도 기후변화 향분석의 에서 매우 다양한 통

계 인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Marthiesen, 

1994; Sobey & Orloff, 1999; Holthuijsen, 2007: Dodet 

et al., 2010). 그러나 단기 랑정보와 설계 랑정보 추

출이라는 간 역에 치하는 랑환경 특성분석에 

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장기 랑자료의 통계 인 특성분석에 을 두

고 속  연안에서 약 8년 동안 측한 랑자료를 이용

하여 기본 인 통계분석만이 아니라 탐구  자료해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의 에서 다양한 

랑 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뚜렷하고 기존의 분석결과

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량 인 랑 환경 특성을 악하

여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파랑환경 특성 분석

2.1 파랑환경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속  연안(38° 12' 28″N, 128° 

37'00″E, 수심=18.5m)의 랑 측 자료는 한국해양

연구원에서 2003년 6월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8

년 동안 수압식 고계를 사용하여 0.5  간격으로 연

속 측정한 자료이다. 측기기의 검  교체시기에 

해당하는 2~3시간 정도의 결측 기간과 2005년 8월 8일

부터 11월 24일(약 3.5개월)까지의 결측 기간이 있으며, 

체 자료의 결측 비율은 3.7%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 자료에서 90분마다 0.5  간격의 

연속된 8,192개의 자료(=1시간 23분 정도에 해당)를 분

석하여 식 (1)을 이용하여 랑특성계수(유의 고와 평

균주기)를 산정하 다. 랑 특성계수 산정기간 동안의 

평균해수면에 한 추세(trend)는 선형함수로 가정하

여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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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wave monitoring station.  

2.2 파고 및 주기의 확률밀도 함수

 고  주기의 확률 도함수는 수정규분포  극

치분포 함수형태가 제시되고 있으며, 략 인 형태도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Kotz & Nadarayah, 2000; 

Kamphuis, 2000; Holthuijsen, 2007). 본 연구에서는 

체 자료를 이용하여 수정규분포와 GEV(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함수에 하여 분포 합 여부를 

단하 다. 체 인 형태를 보면, 단주기 의 경우 

고  주기 모두 수정규분포  GEV 분포와 유사

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검정결과 95% 신뢰수

에서 채택되었으며, 장주기 의 경우에는 고의 경우 

수정규분포, 주기의 경우 GEV 분포함수와 유사한 형

태를 보이며, 모두   검정결과 95% 신뢰수 에서 채

택되었다(Fig. 2 참조). 그러나   검정은 비교를 하는 

히스토그램의 막 개수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하나하나에 한 CDF 함수의 합을 검정하는 

KS 검정(Kolmogrov-Smirnov test)도 수행하 다. 수행

결과, 95% 유의수 에서 모든 자료에 하여 수정규

분포  GEV 분포함수는 모두 기각되었다. 반면 비모

수  분포함수 추정기법에 해당하는 Kernel 함수를 이

용하여 추정된 도함수는 KS 검정, 95% 유의수 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랑정보의 확률 도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확률수치에 매우 민감한 꼬리 역 등에

서의 오차  분포 합 여부에 하여 보다 엄 한 검

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Fig. 2>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plots of the 

wave height and period. 

2.3 파고 및 주기의 편자기상관함수

  자기상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상 함수(partial ACF)의 형태는 시계열자료의 

AR(auto-regressive) 모형 구조를 개략 으로 기 추

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Cryer, 1986). 본 연구에

서는 랑정보의 시계열 구조에 한 상세한 분석은 생

략하 으며,  기본 인 자기상 함수와 편자기 상 함

수, 교차상 함수 분석만을 수행하 다. 자기상 함수

를 추정한 결과, 고  주기 모두 높은 상 성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교차상 함수에서도 단

주기 의 고와 주기의 상 계  단주기 와 장주

기  고의 상 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

주기 의 고  주기 계, 장주기 와 단주기 의 주

기의 상 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편자기상 함수는 단주기 의 경우, 고 

 주기 모두 지체단  3 정도부터는 매우 미미한 

수 을 보이고 있으며, 장주기 의 경우에는 고 

 주기 모두 지체단  4 정도부터는 미미한 수

을 보이고 있다(Fig. 3 참조). 따라서, 서서히 감소

하는 자기상 함수와 지체단  3-4 단 에서 격

한 감소를 보이는 편자기 상 함수변화 양상으로

부터, 단주기 는 AR(3), 장주기 는 AR(4) 모형

의 구조를 보이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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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lots of the wave 

height and period.

2.4 파고 및 주기의 변동주기 성분분석

  랑정보의 주기성분 분석을 하여 조화분석을 수

행하 다. 조화분석에 사용된 주기함수는 연간

(inter-annual) 빈도성분의 경우, 체 자료기간 8년을 

기 으로 1/8(8년주기), 2/8, ..., 8/8(1년주기) 성분만을 

추출하 으며, 연(intra-annual) 변화성분도 1년 주기성

분과 반년(1/2년) 주기, 1/3년주기 등의 성분의 진폭을 

비교하 다. 조화분석 성분함수에 한 진폭  지각추

정은 통 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하 다(Emery & 

Thomson, 2004; Fig. 4 참조). 고 등 연안 환경자료에 

한 성분분석은 조화분석과 더불어 Wavelet 분석도 

이용되고 있다.

고의 연간 변동성분의 크기는 8년 주기 성분이 

0.10 m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년 주기가 0.08 m로 

악되었다. 반면, 고의 1/2년 이하의 단주기 성분은 

매우 미미하 으며, 1년 주기 성분이 우세하 다. 장주

기  주기의 경우 1년주기  1/2년주기 모두 등하

으며, 1/3년 이하 주기변화는 미미하 다.

 단주기 랑의 경우, 고의 연주기 성분은 0.24 m; 

주기의 연주기 성분은 0.56 로 악되었다. 이러한 분

석결과로부터, 속  연안의 랑환경정보는 연 변화  

반년주기의 변화양상이 우세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계  는 특정 시기의 단기간의 

측으로는 측 해역의 랑환경정보를 표할 수 없음

을 알 수 있다. 한 연간 변동범 도 연 변동범 에 비

하여 50% 정도로 작은 수 이기 때문에 어떤 해역에서

의 1-2년 정도의 단기 측정보를 이용하여 랑 환경정

보를 표하는 경우 편기(bias)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Fig. 4> Comparison of the raw data and composition 
data using a harmonic function.

3. 연안의 환경 분석

3.1 파랑의 지속시간 분석

  어떤 기 을 상회하는 랑의 지속특성(wave 

persistence)은 환경에 미치는 향분석에 매우 요

한 정보이다(Sobey & Orloff, 1999). 본 연구에서는 

랑의 지속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기  고를 

과하는 시간(지속시간)을 추산하 다. 고 지속시간

은 기 고에 한 교차방법(기 이 (zero)이 되

는 경우, zero crossing method)으로 추산하 으며, 

추산결과는 평균 지속시간, 최 지속시간, 체 지속

시간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 다. 발생회수  

체 지속시간은 자료 분석기간(8년)에서 결측기간 

3.5개월(≒0.3년)을 제외한 기간(7.7년)으로 나 는 경

우, 연간 지속시간에 해당되며, 최  지속시간은 8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양한 지속시간

과 고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계를 발견하 다. 즉, 평균 지속시간  최  지속

시간은 고의 Power 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반면, 

체 지속시간은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지속시간(hour)] = 63.81·[ 고(m)]-0.81 

  [최  지속시간(hour)] = 970.95·[ 고(m)]
-1.23 

  [총 지속시간(hour)] 

= 73,586·exp(-0.409*[ 고(m)])



3.2 연안의 물리환경 판단

  기존의 조석환경 정보와의 상 인 비교를 통

하여 연안 환경 역을 단할 수 있다. 통 으

로 연안 환경은 “ 랑우세환경”과 “조석우세환경”

으로 구분하여 왔으며, 구분 기 으로 평균 고 

 평균조차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Davis & 

Hayes, 1984). 속 의 조석정보와 랑(평균  표

편차) 정보를 구분에 사용한 그림에 표시하여 

단한 결과, 속  연안은 형 인 랑우세환경

으로 악되었다. 

<Fig. 5> Coastal environment of the Sokcho 
coastal zone(solid circle : mean position) 

4. 결론 및 제언

  속  연안의 랑환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부

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랑 환경자료의 확률 도함수는 고의 경우 

수정규분포가 합하며, 주기의 경우 수정규

분포 는 일반 극치분포(GEV)가 합한 함수로 

보여지고 있다.   

(2) 연간 변화는 연 변화의 50% 정도로 악되었

으며, 연 변화는 1년 주기  반년주기의 변화양

상이 우세함을 보이고 있다. 

(3) 단주기 는 AR(3) 모형이 합한 것으로 악

되었으며, 랑의 지속시간은 멱함수  지수함수 

형태로 표 되었다. 한, 속 연안은 표 인 

랑우세환경 해역이다. 

  보다 장기간의 랑자료와 다양한 지 의 자료

를 이용하여 랑환경을 비교하면 연안 해역의 물

리 인 환경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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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제에 비스듬히 입사하는 불규칙 의 반사 특성

Characteristics of reflection of random waves incident obliquely on breakwater

윤성범1, 신충훈2, 이종인3

 Sung Bum Yoon1, Choong Hun Shin2 and Jong In Lee3

1. 서론

연 (stem wave)는 가 방 제와 같은 직립구조물

에 작은 각도로 경사지게 입사할 때 입사 와 반사 의 

비선형 상호작용으로 인해 방 제를 따른 고가 통상

인 선형 의 반사·회 시의 고에 비해 작아지고, 

입사 고의 2배를 심으로 변동하는 선형 와는 다르

게 일률 으로 일정한 고로 근해가며, 특히 구조물

과 직각방향으로의 첫 번째 선까지의 거리 즉 연

폭(stem width)이 구조물선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

가하는 상이다. 그러나 흔히 비선형 효과가 없는 선

형 의 경우에도 통상 으로 연 라 칭하기도 한다. 연

상은 고립 에 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단

일주기의 규칙 에서도 이러한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사실이 수치모의를 통해 밝 진 이후 많은 후속 연

구가 수행되었다. 규칙 에 의한 연 는 Stokes 나 

Cnoidal 와 같이 비선형성이 큰 규칙  즉 

permanent wave를 실험실에서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

아 수리실험보다는 수치실험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최근 이종인과 윤성범(2006)은 규칙 는 아니지

만 단순 정 를 상으로 연  수리실험을 수행하고, 

비선형 포물형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와 비교

하 으며, 이종인 등(2007)은 비선형 Boussinesq 모형

인 COULWAVE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모의 

타당성을 제시하 다. 이종인 등(2008)은 일방향 불규

칙 에 의한 연  수리실험을 수행하여 규칙 에 의한 

연 와 유사한 과 다른 에 해 상세히 규명하

다. 직립구조물을 따른 고변화는 규칙 와 불규칙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구조물과 직각방향으로의 

고분포는 서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종인 등

(2008)은 이 연구에서 불규칙 의 여러 성분  간의 비

선형 간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착안하여 선형 포

물형 방정식을 사용하는 불규칙  수치모형인 

REF/DIF S모형을 이용하여 수리실험에서와 거의 일치

하는 정도 높은 고분포를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최

근 유형석 등(2010)은 다방향 불규칙 에 의한 연  수

리실험을 실시하고 일방향 불규칙 에 의한 연 와 비

교하여 다방향성이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직립구조물을 따른 고에 있어서 다방향 불규칙 는 

일방향 불규칙 에 비해 작은 고를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차이는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심하게 나타났

다. 일반 으로 다방향 불규칙 는 사행조 기를 사용

하며, 단  조 의 폭이 충분히 작지 않으면 역 

스펙트럼의 다방향 불규칙 를 정 하게 조 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의 경우 각 성분 의 고가 

매우 작고, 더욱이 각 성분  간의 비선형 간섭도 작아 

비선형성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Penney and Price 

(1952)의 규칙  선형 해석해를 이용하여 불규칙 의 

주 수 스펙트럼과 다방향성이 연  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Penney and Price (1952)의 규

칙  선형 해석해는 Lee and Yoon (2007)과 Kim et al. 

(2010), Jung et al. (2011) 등 국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직립구조물에 입사하는 단일주기  는 불규칙 에 

해 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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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nney and Price(1952)의 해석해 
적용성 검토

단순 정 에 해 이종인과 윤성범(2006)의 수리

실험  수심 45cm, 주기 0.9sec, 고 3cm, 입사각 40°

의 규칙  실험에 의한 측치와 해석해를 비교하 다. 

Fig. 1은 직립구조물을 따른 고 분포를, Fig. 2는 구조

물 선단으로부터 6 장 떨어진 곳에서 구조물에 직각 

방향으로의 고 분포를 보여주는 바, 측치와 해석해

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1> Relative wave heights along the wall for 
monochromatic wave

<Fig. 2> Relative wave heights along normal to the wall at 
=6 for monochromatic wave

다음은 일방향 불규칙 에 한 검토로서 이종인 등

(2008)의 수리실험  수심 45cm, 유의 주기 0.9sec, 유

의 고 3cm, 입사각 40°의 Bretschneider-Mitsuyasu의 

스펙트럼 분포를 따르는 일방향 불규칙  실험에 의한 

측치와 해석해를 비교하 다. Fig. 3은 직립구조물을 

따른 고 분포를, Fig. 4는 구조물 선단으로부터 6 장 

떨어진 곳에서 구조물에 직각 방향으로의 고 분포를 

보여주는 바, 측치와 해석해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른 불규칙 에 한 해석해의 용성을 검토하

기 해 유형석 등(2011)의 수리실험  수심 50cm, 유

의 고 2.8cm, 유의 주기 0.82sec, 입사각 20°의 일방

향  다방향 불규칙 에 해 측치와 해석해를 비교

하 다. 

Fig. 5는 직립구조물을 따른 고 분포를 보여주는 

바, 측치와 해석해가 상당히 근 함을 볼 수 있다. 동

일한 유의 고이지만 다방향 불규칙 의 고가 일방

향 불규칙 에 비해 작게 나타나 의 다방향성이 고

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다. 

<Fig. 3>  Relative wave heights along the wall for random wave

<Fig. 4>  Relative wave heights along normal to the wall at 
=6 for random wave

<Fig. 5> Comparison of relative wave heights due to uni 
directional and multi directional random wave



이상의 측치와 해석해의 비교를 통하여 Penney 

and Price(1952)의 규칙  선형 해석해를 조합하여 불

규칙 에 용할 수 있음를 악하 다. 다음 에서는 

Penney and Price(1952)의 해석해를 사용하여 불규칙

의 주 수  방향 스펙트럼 분포가 의 반사와 회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규칙파의 연파 특성

Fig. 6은 수심 45cm에서 주기 0.9sec, 고 3cm의 규

칙 가 직립구조물에 10°, 20°, 30°, 40°의 각도로 입사

할 때의 직립벽을 따른 무차원 고분포를 보여 다. 

입사각이 클수록 최 고가 나타나는 거리가 짧아지

나 최 고는 입사 의 2.341배로 동일하다. 최 고

가 나타나는 거리 x*는 장 와 입사각 에 따라 정

해진다. 

<Fig. 6> Relative wave heights along the wall by incident 
angle

<Fig 7> Normalized relative wave heights along the wall 
by incident angle

Fig. 7은 직립벽 선단으로부터의 거리 x를 최 고

가 나타나는 거리 x*로 무차원화하여 다시 도시한 것으

로 입사각과 무 하게 하나의 선으로 통합된다. x/x*가 

증가하면 회 효과가 사라지면서 무차원 고는 2로 

근하게 되는데, 이 근치를 평형 고라 한다.

4. 불규칙파의 연파 특성

(a)

(b)
<Fig 8> (a)Spectrum of incident wave (b)Comparison of 
relative wave heights due to peak enhancement factor()

일반 으로 불규칙 의 반사와 회 은 Fig. 1 ∼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 와 상당히 다르다. 여기에

서는 주 수  방향 스펙트럼의 역과 역을 표

할 수 있는 JONSWAP과 Mitsuyasu 스펙트럼을 이

용하여 스펙트럼 형상이 연 의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JONSWAP 주 수 스펙트럼에서는 

첨두향상인자 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의 폭을 조정하

며, Mitsuyasu 방향 스펙트럼에서는 방향집 도인자 

max를 이용하여 방향분포함수의 폭을 조정할 수 있다. 

Fig. 8은 주 수 스펙트럼이 역(=1)과 역(

=7)의 일방향 불규칙 가 입사하는 경우를 비교한 것

으로서 규칙 에 비해 불규칙 는 회 효과가 빨리 사

라져 고의 변동폭이 좁고 근치인 2에 일  근한

다. 한 역으로 갈수록 규칙 와 유사한 고분포

를 보인다.



(a)

(b)
<Fig 9> (a)Directional spreading function (b)Comparison 
of relative wave heights due to spreading parameter(max)

Fig. 9는 직립구조물에 10°로 입사하는 다방향 불규

칙 의 경우로서 방향 스펙트럼이 역(max=10)과 

역(max=75)의 경우를 규칙   일방향 불규칙

(=1)와 비교한 것이다. 다방향 불규칙 는 규칙  

는 일방향 불규칙 와 달리 회 효과가 사라진 다음의 

무차원 고가 2보다 작으며, 방향분포가 역일수록 

구조물에서의 평형 고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 감소효과는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더욱 강해지며, 

이는 규칙 의 비선형 연 에서 입사 고가 증가할수

록 무차원 고가 감소하는 연 의 특성과는 근본 으

로 다른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바로는 불규칙 의 주 수 스

펙트럼  방향 스펙트럼의 폭에 따라 구조물을 따른 

고의 분포가 규칙 의 경우와 크게 달라진다. 일방향 

불규칙 에서 주 수 스펙트럼 폭이 넓어질수록 회

효과는 작아져 일  평형 고비인 2에 이르며, 다방향 

불규칙 인 경우에는 규칙 나 일방향 불규칙 와 달

리 평형 고비가 2보다 작고, 방향 스펙트럼 폭이 넓어

질수록 평형 고비가 더욱 작아진다. 향후 정 한 실험

을 수행하여 해석해의 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

여 연 의 특성을 범 하게 악한다면 실무에서 쉽

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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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이슨 방 제 면벽에 작용하는 압 계측

Measurement of wave pressure on the front wall of a porous caisson 

breakwater

지창환1, 오상호2, 오 민3, 이달수4, 장세철5

Chang-Hwan Ji1, Sang-Ho Oh2, Young-Min Oh3 , Dal Soo Lee4 and Se-Chul Jang5

1. 서론

최근 항만공사에서 방 제  안벽에 의한 반사 를 

이기 하여 유공 이슨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공 이슨을 설계할 때에는 반사  못지않게 이슨

에 작용하는 력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도 매우 요

한 일이다. 하지만 반사 의 경우와는 달리 이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나 이론 인 근이나 

수치계산을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Goda에 의해 무공 이슨에 작용하는 최 압을 계

산하는 식이 개발된 이래로, 이를 수정한 Takahashi의 

방법(Takahashi et al., 1992, 1996; Tanimoto and 

Takahashi, 1994)이 유공 이슨에 작용하는 최 압

을 계산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다. 한 Tabet-Aoul 

and Lambert (2003)은 수리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상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Takahashi의 방법과 유사한 공식

을 제안하 다. Huang et al. (2011)은 유공 이슨에 작

용하는 압에 한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를 정리하

다.

이 연구에서는 유공 이슨에 작용하는 압을 계측

하고 면벽에 작용하는 최 압을 Goda의 압공식

과 비교하 다.

2. 수리모형실험

2.1 실험기기 및 모형
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의 2차원 조 수조(길이 53 

m, 높이 1.25 m, 폭 1 m)에서 수행하 다. 수조의 바닥

에는 완만한 경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사진 바닥을 

지나 평평한 부분에 높이 5.5 cm의 사석 마운드를 설치

하 다. 수조에는 폭을 60 cm 와 40 cm 로 나 는 분할

을 설치하여 수로에는 모형을 설치하고 수로에

서는 입사 를 측정 하 다. 방 제(높이 55 cm, 폭 70 

cm, 길이 59 cm)와 상치콘크리트(높이 10 cm, 폭 70 

cm, 길이 59 cm)모형은 두께 20 mm 인 아크릴로 제작

하 으며, 면의 유공벽을 분리하여 교환할 수 있게 

제작하 다. 면벽의 유공슬릿 높이는 이슨 높이의 

50% 인 27.5 cm이고, 이슨 하부에서 22 cm, 상부에서 

5.5 cm 떨어져 있다. 면벽의 유공율은  20, 25, 30% 세 

가지로 제작되었다.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 제 모형은  방 제의 

면이 조 기로부터 약 36 m 떨어진 곳에 치하도록 

설치하 다. 고계는 총 13 개를 설치하 는데, 수조 

분리 이 없는 부분에 3개, 반사 를 측정하기 해 방

제 앞에 3개, 달 를 측정하기 해 방 제 뒤에 3

개, 입사 를 측정하기 해 수로의 방 제와 같은 

치에 3개를 설치하 으며, 방 제에서의 처오름높이

를 측정하기 해 방 제 면벽에 1개를 설치하여 

당 20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압계는 이슨 본체 

면에 매립식 6개, 바닥에 매립식 1개, 상치콘크리트 최

상부에 부착식 1개를 설치하 으며, 당 800개의 데이

터를 얻었다. 고계의 설치 치는 Fig. 1에, 압계의 

설치 치는 Fig. 3과 Fig. 4에 표시하 다.

실험 수심은 이슨이 설치된 치에서 55 cm로 하

으며, 실험을 한 불규칙 는 B-M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조 하 다. 의 유의 주기가 0.79, 1.2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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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ve spectra (   ,    ).

<Fig. 1> Experimental setup.

2.21, 2.69 s이며, 형경사가 0.01 ~ 0.07 인 26가지 를 

조 하 으며, 각 별로 1000 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데이터를 취득하 다.

2.2 실험절차 및 자료분석
먼  방 제 모형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를 조

하여 고 시계열을 얻은 후, WG 1 ~ 3의 자료를 3 분

리법(Suh et al., 2001)을 이용하여 입사 와 반사 로 

분리하 다. 입사  스펙트럼과 목표 스펙트럼이 잘 일

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약 1000  동안 조 를 하여 각 

압계에 작용하는 최 압을 계산하 다. Fig. 2에는 

   ,      인 경우의 목표 스펙트

럼과 입사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3. 결과

Fig. 3과 Fig. 4에는 무공벽과 유공벽에서의 각 압

계에 작용하는 최 압을 무차원화( ) 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각 지 별 압, 는 물의 

도, 는 력가속도 그리고 는 고이다. Fig. 3에서

는 이론식과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유공율의 변화가 각 치별 최 압에는 큰 향

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g. 4에서는 

의 결과와는 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3 과 

Fig. 4는 주기가 같지만 고가 다르며, 두 결과의 차이

는 충격 의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에서는 충격 가 발생하지 않았

고,    에서는 충격 가 발생하면서 이론

식보다 큰 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 5는 Fig. 4와 동일한 조건에서 정수면에 치한 

압계(PG 3)에서 최 압이 측될 때를 기 으로 

후 0.5  동안 각 고계의 압 시계열을 그린 그림

이다. 충격 압은 Wagner형과 Bagnold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자는 연직으로 설치한 압계에서 최 압

이 순차 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Bagnold형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

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물벽에 의해 갇

힌 공기가 터지면서 구조물에 충격을 주는 Bagnold형

의 충격 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5>  Bagnold type impulsive load on the wall.

<Fig. 4> Wave pressure (   ,    ).

<Fig. 3>  Wave pressure (   ,    ).

Bagnold형 충격 압은 상사법칙을 용하여 장

압으로 바로 용할 수 없고, 당한 크기의 환산계수

(Cuomo et al., 2010a, 2010b; Serinaldi and Cuomo, 

2011;)를 이용해서 용해야 하며, 재 이와 련한 상

세한 분석을 수행 이다.

4. 요약

이 연구에서는 불규칙 에 의해 유공 이슨 면벽

에 작용하는 압을 측하 다. 실험   고가 상

으로 크지 않을 때 유공율의 변화에 따른 최 압

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무공벽에 작용하는 Goda식

의 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었다. 고가 상 으로 큰 

경우는 Bagnold형의 충격 가 발생하여 무공벽의 최

압보다 더 큰 압이 측되는 것으로 보인다. 

Bagnold형의 압의 향을 고려한 실험자료의 상세

한 분석을 해서는 환산계수의 산정에 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며, 재 이에 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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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치 고에 한 랑모델과 GCM모델의 비교

A Comparison of Wave Model and GCM model for Extreme Wave Heights

임 웅1, 서경덕2, Nobuhito Mori3 
 

1. 서 론

 온난화에 의해 지구의 기후  특성이 달라지면서 해

안  항만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요구

된다. IPCC 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지구평균해수면 상승률과 지구평균온도 상승

은 각각 1.7 ± 0.5 mm/yr, 0.74℃ 을 나타낸다(IPCC, 

2007). 특히,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세계 해양 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상 으로 큰 지역으로 분석되었

다(국립기상연구소, 2011). 하지만 기존의 랑 분석은 

랑의 통계  특성이 미래에도 같다는 정상성을 제

하 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향을 반 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Japanese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and Japan Meteorological Agency 

(MRI-JMA)에서 개발한 20km 고해상도의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Kitoh et al., 2009)을 이용하

여 한반도 남해에 하여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5년

간 모의된 랑 자료를 통해서 극치 고를 구하 다. 

한, GCM모델을 이용한 극치 고를 동일한 기간 동

안 한반도 주변에서 추정된 25년 랑 자료로부터 얻어

진 극치 고와 비교해 보았다. 비교지역인 남해는 태풍

의 직 인 향권이며, 남해에서의 극치 고는 태풍

에 의해서 결정된다(Suh et al., 2010). GCM모델 특성상 

태풍과 같은 규모 기상 상을 잘 모의하므로, 비교지

역을 남해로 한정하 다

2. 파후 예측 방법

2.1 GCM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MRI-JMA GCM은 기모델

(Atmosphere-GCM)로서 입력자료로는 해수면 온도와 

빙하의 농도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된 해수면 온도와 

빙하의 농도는 Met Office Hadley Centre의 측자료

를 이용하 다. 

MRI-JMA GCM에서 모의된 해상 10 m 높이의 풍속

을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 model 

(Booij et al., 1999)에  입력하여 랑을 계산하 다. 한

반도 주변의 랑자료는  공간 으로 경도 120°E ~ 

150°E, 도 20°N ~ 50°N 에 해서 약 20 km 격자 간

격으로 매 시간 단 로 모의 하 다. 

                     

      <Fig.1> Grid System for GCM around Korean peninsula

2.2 후측 자료
Lee and Jun(2006)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하여 18 

km 격자 간격으로 랑 추정 자료(유의 고, 첨두 주

기, 향)를 정리하 다. 산출된 랑자료는 두 가지 방

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첫째는 비태풍성 랑자료로, 

1979년부터 25년 동안의 ECMWF(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의 해상풍 자료

를 이용하여 HYPA (HYbrid PArametrical) 모델에 의

해서 산출되었다. 다른 하나는 태풍에 의한 랑자료

로, 1951년부터 53년간 큰 향을  106개 태풍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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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Number

RMSE
(m)

Grid 
Number

RMSE
(m)

38 0.53 48 0.64 
39 0.41 49 0.76 
40 0.47 50 0.71 
41 0.44 51 0.66 
42 0.58 52 1.61 
43 0.53 53 1.27 
44 0.42 54 1.68 
45 0.42 55 0.75 
46 0.96 56 0.81 
47 0.51 57 0.24 

하여 WAM 모델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의 20개 지 에 해서 1979년부터 25년 동안의 년 

최  고 자료를 사용하 다(Fig.2). 년 최  고의 선

정은 비태풍시 고와 태풍시 고를 모두 고려하 다. 

<Fig.2> Coastal grid point for extreme wave height analysis

3. 검 증

Mori et al.(2010)와 Shimura et al.(2011)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GCM모델을 이용하여 유의 고

와 해상풍에 하여 측자료와 비교하 다. 극치 고 

분석에서는 측된 모든 고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

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GCM에 의해 모의된 고의 년 최

 값을 취해 랑 추정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Fig.3). 비

교시 사용한 GCM의 고값은 해당지 과 가장 가까운 

격자 을 사용하 다. 

<Fig.3> Q-Q plot for annual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s

남해 20개 지 에서의 GCM과 랑 추정 자료의 평

균 제곱근 오차를 Table.1에서 비교하 다. 오차값은 

0.24 ~ 1.68 m의 범 를 나타내었다.  

<Table 1> Root mean square error against hindcasted data

4. 극치 분석

4.1 지역 빈도 분석 :L-moments
Annual Maximum method (AM) 는 극치분석에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방법  하나이다. AM는 자

료의 독립성을 만족시키는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측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통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신

뢰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이에 한 안으로 

Peak-Over-Threshold method (POT)을 사용하기도 한

다.  다른 안으로  Regional Frequency Analysis 

(RFA)를 사용할 수 있다. RFA는 Hosking and Wallis 

(1997)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측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통계  특성이 유사하다면 

하나의 지역으로 가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GCM 고자료에 해서 RFA를 수행하 다. 

GCM모델이 가지는 격자의 크기로 인해 정확한 치

의 자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남해 20개 지 과 가장 

가까운 4개의 격자 의 값을 사용하여 극치 고분석을 

실시하 다. RFA에서는 모분포의 매개변수를 추정하

는 방법으로 L-moment 방법을 사용하며, 식 1 ~ 5 는 

L-moments 에 한 정의를 나타낸다.

확률 변수 에 해서  분포 함수 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되며(식 1), 확률 에 하여  분포 함

수와 분 수 함수   의 계는 식 2와 같다.     

 Pr ≤ 
      

                                    (1)  
                                                                                           (2)

확률가 모멘트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Hosking(1990)은 확률가 모멘트를 이용해서 

L-moments와 L-moment Ratios를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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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ments :

  
   
    
     

 

                                                                                      (4)

L-moment Ratios :

   ( L-coefficient variation )

  ( L-skewness )                                         (5)
  ( L-kurtosis )

식 6 은 개의 표본에서 확률가 모멘트의 불편추정

량 을 나타낸다.

  

 




    

 









for ≤  ≤ ≤                                              (6)

4.2 파라미터 추정
Hosking and Wallis (1997)는 L-moments를 이용하

여 여러 가지 분포함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하지만 해안  항만 분야에서 리 사용

되는 Weibull 분포에 해서는 매개변수 추정법을 제

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eneralized Extreme 

Value (GEV)에 해서는 Hosking and Wallis (1997)가 

제안한 매개변수 추정방법을 사용하고,  Weibull에 

해서는 Goda(2010)가 제안한 매개변수 추정방법을 사

용하 다. 세부 인 매개변수 추정방법은 각 논문을 참

고하기 바란다. 

 4.3 Heterogeneity test
RFA를 수행하기 해서는 해당 지역의 homogeneity

가 제 되어야 한다. 지역의 heterogeneity의 평가는 

아래의 H-statistics에 의해서 결정된다(Hosking and 

Wallis ,1997).



 

 




 
  















 





                             (7)                                                                              
                                                                                      (8)
                                                                             
                                                                                      (9)
 
H-statistics은 표본 L-moment ratios의 가 치 표

편차와 homogeneous 하다고 가정한 지역에서 수치

모의된 의 평균과 표 편차에 의해서 정의된다. 

식 9는 지역을 표하는 L-moment ratios를 나타낸다. 

H-statistics는  (L-CV),  (L-CV, L-skewness), 
(L-skewness, L-kurtosis) 세 가지로 평가되며, 일반

으로 이 우선시 된다(Hosking and Wallis, 1997). 해

당지역은 H-statistics에 의해서   인 경우에는 

“acceptably homogeneous”,  ≤     인 경우에는 

“possibly heterogeneous”,  ≥ 인 경우에는 

“definitely heterogeneous”로 별된다. 

상지역인 남해 20개 지 에서 Heterogeneity test

를 수행한 결과()는 Fig. 5의 하단에 첨부하 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지 에서 2미만의 값이 

나왔으므로, RFA를 이용해서 분포추정을 할 수 있다.  

4.4 재현 기간에 따른 유의파고
 Hindcasted data에 해서는 Weibull분포를 사용하

고, GCM  data에 해서는 가장 가까운 한 지 의 값

을 택한 경우(Weibull(GCM))와 주변 4개의 지 으로 

RFA를 수행한 경우(Weibull region(GCM), GEV 

region(GCM))로 나 어 극치 고분석을 수행하 다. 

Fig. 4는 지  42에서의 극치 고분석 결과이며, RFA가 

하나의 표본을 이용한 경우보다 Hindcasted data와 더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다.

             

<Fig.4> Fitting of distribution functions for Grid 42 

Fig. 5은 남해 20개 지 에 해서 50년 재 빈도 유

의 고를 계산한 결과이다. 지 에 따라서 GCM과 

Hindcasted data의 차이가 있으나 공간 인 변화는 잘 

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나의 표본을 이용한 

경우는 RFA에 비해 지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

다. 체 으로 RFA가  Hindcasted data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CM을 이용하여 한반도 남해에 

하여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5년간 모의된 랑 자

료를 통해서 극치 고를 구하 다. 한, GCM모델을 

이용한 극치 고를 동일한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에

서 추정된 25년 랑 자료로부터 얻어진 극치 고와 



         <Fig.5> Comparison of significant wave height for 50 years return period along the South Coast 

비교해 보았다. 

GCM의 극치 고분석은 Regional Frequency 

Analysis(RFA)와 하나의 표본을 이용한 방법으로 각각 

수행하 다. GCM과 Hindcasted data에 의한 50년 재

빈도 유의 고를 비교해 보면, GCM이 공간 인 변

화는 잘 모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값에서는 차이

를 보 다. 추후 미래기간의 극치 고 분석에서, 계산

된 극치 고를 값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변화율로

써 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 RFA와 하나의 표본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RFA의 분석결과가 hindcasted data의 결과를 더 잘 모

의했다. 하나의 표본만을 사용했을 경우 모델간의 격자

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간

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RFA를 사용하면 좀 더 

안정 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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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라우드구조에 따른 조류발  터빈 주변의 유동특성 변화

A study on flow characteristic variations of tidal current generation turbine 

with shroud geometry 

김종원1, 송정훈2, 강우서3, 이상호4

 Jong Won Kim1, Jeong Hun Song2, Woo Seo Kang3, Sang Ho Lee4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화석에 지의 고갈과 함께 환경오

염 규제로 인하여 체 에 지 개발에 한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체에 지의 한 분야

로 해양에 지는 청정도  경제성이 우수하여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여러 가지

의 활용이 가능한 해양에 지들  해수의 운동에

지를 이용한 조류발 은 주기 인 조석의 특징으로 

인하여 측이 가능하고 계 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

아  세계 으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개발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삼천포 방수로 조류발  시스템이 국내 최 로 HAT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울돌목에 1MW  VAT방식

이 설치되었다. 국의 Marine Current Turbines Ltd 

(MCT사)는 로터와 워트 인을  해수면으로 이동

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 으며 Lunar Energy는 

착 식 형태로 해류가 쉬라우드를 통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해 연구하 다. 조 등은 덕트의 길

이에 따른 유속분포를 해석하여 조류발  성능을 

측하 다. David L. F. Gaden은 디퓨 의 유무, 디퓨

 각도, 길이비 등에 한 터빈의 효율을 비교한 자

료를 제시하 다. Kim 등은 실린더-디퓨 와 노즐-

디퓨  형태의 쉬라우드를 CFD를 이용하여 일정한 

조류속도 조건하에서 쉬라우드 내의 유동특성 차이

를 설명하 다.  해 에 흐르는 조류의 속도는 환경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수평축 터빈의 

경우 터빈 주 에 쉬라우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터빈에 유입되는 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 의 쉬라우드형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까지 쉬라우드형상 변화에 한 터빈거동에 따른 해

수 유동특성에 한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따라

서 쉬라우드의 형상을 다양화하여 터빈 주 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쉬라우드의 구조에 따른 조류발

용 수평축터빈 주 의 해수 유동특성을 산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쉬라우드가 설치된 

조류발 용 수평축터빈의 해수유동 특성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조류발  터빈 시스

템에서의 유동은 정상상태인 난류유동으로 해수가 

시스템외부로부터 내부로 일정한 속도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해수의 이동 속도는 2m/s로 가정하 고 

물성치는 290K를 기 으로 도와 도를 각각 

1032kg/m3 과  0.00183Paㆍs 의 일정한 값으로 설정

하 다. 수치해석에 이용된 로그램으로 상용 CFD 

코드인 Fluent 6.3을 사용하 다. 유체유동장의 지배

방정식을 풀기 해서 일반 인 SIMPLE 알고리즘

과 함께 2차 상류차분법(Second Order Upwind 

Scheme)을  용한 유한체 법이 사용되었다. 계산

에 사용된 격자시스템은 사면체와 리즘구조의 격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 격자수는 약 1,200 만개

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계산은 웍스테이션  PC 

(intel quad core)에서 수행되었다. 각 형상조건 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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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dimension

  (rad) 0≤≤0.733
  (rad) 0≤≤0.733
 , (m)      1.5

 d (m)       2

산시간은(CPU time)은 약  8시간 정도가 소요되었

다. 쉬라우드와 터빈의 기하학  형상과 이와 련된 

수치 값은 Figs. 1~2 과 Table 1에 나타나 있다.  

         

                 

      <Fig. 1>  Shroud geometry.
         

   
 

<Fig. 2>  Turbine dimension.

 <Table 1>  Dimension of shrouds.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쉬라우드의 각도변화에 따른 쉬라우드 주

의 무차원 해수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조류속도 2m/s를 의미한다. 체 으로 이 

일정할 때 의 증가에 따라 디퓨  부분에서 유동이 

정체된 역이 차 증가하 다. 이와 함께 의 증

가에 따라 쉬라우드의 바깥부근에서도 유동의 정체

가 부분 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의 크기 한 에 

따라 차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 쉬라우드 내의 

유동분포에서 최 속도가 형성되는 치는 부분 

축 앙의 치보다 내부 벽에 가까운 역에서 찰

되었다. 

<Fig. 3>  Seawater velocity distribution  for various 
shroud structures.

 

Fig. 4는 쉬라우드의 각도변화에 따른 쉬라우드 내 무차

원 최 유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max는 쉬

라우드 내 최  유속을 나타낸다. 이 일정할 때 의 변

화에 따른 max∞의 변화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에서 max∞는 ≤  ≤ 

에서 에 따라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는 상을 보 으

며   인 경우 max∞는 에 따라 차 증

가하 다. Fig. 5는   ,   인 쉬라우드

의 길이변화에 따른 쉬라우드 내 심선에서의 무차원 최

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max는 쉬라우드 내 심선에

서의 최 속도이다. max∞는   인 경우 

≤  ≤ 에서 에 따라 격히 증가하 으나 

  와   인 경우   를 기 으로 감

소한다.   와   인 경우 의 증가에 따라 

max∞도 증가하 고   인 경우 의 증가에 

따라 반 로 감소하 다. 특히   에서의 속도증가 

폭은 히 크게 나타났다.

  



<Fig. 4>  Maximum flow velocity variation  with 
shroud angle.

  

<Fig. 5>  Maximum centerline velocity  variation with 

  and   for    ,  .   

     

  

   Fig. 6은 쉬라우드, 터빈, 그리고 체시스템

에서  의 변화에 따른 항력을 나타낸 것이다. 

쉬라우드와 터빈에 작용하는 항력, 는 

≤  ≤ 에서 의 증가에 따라 감소

하 으나 ≤  ≤ 에서는 증가하

다. 한 에 따른 항력의 감소와 증가 폭은 터빈보

다 쉬라우드에서 히 크게 나타났으며 쉬라우드

와 터빈에서의 항력을 합한 체 시스템에서의 항력

은 12900N~16200N에서 찰되었다. Fig. 7은 에 

따른 쉬라우드 내 터빈 주 에서 무차원 유속분포

를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의 증가에 

따라 터빈날개 사이의 유속 등고선의 간격은 차 

조 하게 분포를 이루고 있다. 특히 터빈날개 끝

과 쉬라우드 내벽 사이에서의 등고선의 간격은 터

빈사이에서의 유속 등고선보다 히 조 한 분

포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유속의 크기 한 

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Drag force variation with    

            at   .

   Fig. 8은 가 으로 일정할 때 의 변화

에 따른 터빈과 쉬라우드 에서의 유선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의 변화에 따라서 터빈의 후류에 나타나는 

유선은 ≤  ≤ 에서   부근

의 그 간격이   과   에 비하여 

조 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후류의 속도가 다른 것에 

비하여    부근에서 높음을 의미한다. 

한 후류가 나타나는 역은 이 증가할수록 차 넓

어졌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 용 수평축터빈에 사용되

는 쉬라우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해수의 유동분포특

성을 산해석을 통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쉬

라우드와 터빈 주 에서의 속도, 항력 그리고 유선

분포의 변화를 측하 다. 쉬라우드의 각도가 증가

할수록 디퓨  부분과 쉬라우드 주 에서의 유동

이 정체되는 역은 차 증가한다. 쉬라우드 내 

최 유속은 쉬라우드각도 이 일 경우 

∞



         

  

 

Fig. 7. Velocity isoline in shrouded   turbine along with   

at   .

Fig. 8. Streamline distribution for  several shroud structures.

≤  ≤ 에서 디퓨 각도에 따

라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한다. 최  유속은 

  ,   인 쉬라우드에서   

와   인 경우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 으나 

  인 경우 의 증가에 따라 반 로 감소한다. 

쉬라우드와 터빈에서의 항력을 합한 체 시스템에

서 작용하는 항력은 ≤  ≤ 에서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으나 ≤  ≤ 

에서는 증가한다. 터빈의 후류가 나타나는 역은 쉬

라우드각도 이 증가할수록 차 증가하 으며 터

빈날개 사이의 유속 등고선의 간격 한 차 조 한 

분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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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of coastal modeling system using CFD model

      CFD 모델을 이용한 연안 모델링 시스템의 확장  활용

Dong-Young Lee

이동 1 

 1. INTRODUCTION
 

Korea Ocean Development Institute (KORDI) 
has been developing the operational ocean and 
coastal prediction system through interfacing of 
the global, regional and local coastal models to be 
able to produce various data products to meet the 
need of users. The coastal prediction system is 
composed of modeling of meteorological forcing, 
ocean and coastal circulation which can be 
down-scaled successively from the global model 
to the regional and coastal scales models together 
with wind wave models for regional and coastal 
seas. 

    The Coastal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Group of KORDI has been working to solve 
various coastal engineering problems to reduce 
coastal disasters and preserve costal environments 
along the coast of Korea through applications of 
such coastal modeling system.  However, we had 
confronted with lots of practical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just with such conventional 
coastal modeling system. 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s have limitation in dealing with 
small scale processes to solve practical 
engineering problems especially near the coastal 
structures where most of the coastal problems are 
confined and the space scale of various processes 
are much smaller to be handled with conventional 
coastal models.

    The problems of rather smaller time and 
space scale would be able to be solved using 
jointly 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which can accurately model small-scale and 

detailed flow structures.  Recent development of 
CFD model and application to the coastal 
engineering practices will be overviewed and 
approach of expending the coastal modeling 
system that KORDI is building now will be 
proposed and discussed for more practical 
applications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oastal 
disaster mitigation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2. Multi-scales of Coastal Problems
 

 Ocean and coastal processes are complicated 
and their space scales span a vast ranges.  There 
exists quite a large different range of space scale 
in the ocean from the large global scale to the 
regional and local scales. To solve many coastal 
environmental problems, the transport of 
pollutant and materials need to be properly 
modeled using different circulation and transport 
models with different scales.  The initial 
conditions around the source of such pollutant, 
usually related to coastal structures and have very 
fine scale, need to be properly modeled together 
with intermediate scale motions.  Since many 
problems are related to the small scale problems 
related to the coastal and marine structures, in 
addition to this rather large scale processes, small 
scale  processes especially near the coastal 
structures need to be modeled, which 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 have limitation to 
solve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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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mitation of coastal modeling system in solving 
engineering problems

 

The conventional ocean and coastal models, 
coupled with wind wave models and coastal 
circulation models, have limitation in producing 
the detailed flows such as vertical velocity and 
pressure structures around coastal structures.  
Coastal circulation model is derived by 
Navier-Stokes(NS) equation, but cannot simulated 
the small scale processes of elevation and vertical 
profile of velocity induced by the wave motion.  

   It‘s almost impossible to provide the detailed 
velocity and pressure nearby bressure nestructures 
using spectral wave models. Many of the 
engineering problems are related to the wave 
breaking of surface waves and generation of 
turbulences, which are not eury to simulate using 
the conventional wave models. loca certain 
extehich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 especially 
unstructured grid model would becable to produce 
the detailed flowestructure brereducing the space 
of suito step small. It is frequentels. e waed that 
that conventional coastal models become unstable 
f w the small scale uito steps and grid spacing.e
s, wsolution of the models do not necess thlre
ssnverge to those of Navier-Stokes equations just 
brereducing the grid spacing very small. 
 

4. Extension of coastal modeling system using 
CFD Model

 

To compensate the limitation of 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s in simulating the 
orbital velocity induced by wind waves and the 
detailed flow structure of tidal and wind driven 
current near the coastal structures.  CFD model 
can simulate the free-surface wave flow that is 
necessary in many coastal engineering problems. 
The volume of fluid(VOF) method is commonly 
used to track the free surface based on the N-S 
equations and the standard     turbulence 
model.  CFD approaches for the fluid flow around 
a structure, sediments transport the interaction of 
turbulence with discrete particles. In view of the 
multi-scale and multi-physics nature of coastal 
ocean processes, there is a great challenge to 
simulate them accurately to be able to solve many 
practical problems of coastal disaster prevention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Most CFD solutions of turbulent flows now 
contain turbulence models which are just 
approximations of the real physics, and which 
depend on empirical data for various constants that 
go into the turbulence models. Therefore, all CFD 
solutions of turbulent flows aree subject to 
inaccuracy, even though some calculations for some 
situations are reasonable. There is work today on the 
direct computation of turbulence. Thi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on a fine enough scale, all 
turbulent flows obey the Navier-Stokes equations; 
and if a fine enough a forcan be used with a requisite 
large number of a id points, maybe both the fine 
scale and large scale aspects of turbulence can be 
calculated. This is currently a wide-open area of 
CFD research.

 

5. Example of Practical Problems than can be 
approached using CFD model

There are many coastal engineering problems 
that can be approached by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coastal model and CFD model.  The 
examples will be introduced at presentation.  
Instead of describing these problems in detail, just 
list of problems that can be solved by using CFD 
models are shown here.

 
i). Ocean observation data analysis
- Analysis of more accurate wind data from 
  ship   
- The wind, current and flux measurements 
  from Big tower and ocean buoy.
- Analysis of waves measured using subsurface  
  pressure and current sensors   at rapidly 
  changing water depth.

ii). Wave breaking at surfzone
- Generation of turbulence by wave breaking
- Generation of wave induced current and   
  wave setup due to wave breaking
- Vertical dispersion of sediment transport at 
   the surfzone 

iii). Coastal disaster prediction
- Wave run-up and overtopping
- coastal inundation 

iv). Sediment Transport
- Coastal erosion nearby coastal structures
- Fine cohesive sediment transport modeling



v). Various Coastal Environment Problems  
- Oil spill dispersion 
- Pollutant dispersion from sea outfall
- Thermal discharge from coastal power plant

vi). Coastal Meteorology
-The detailed wind field of the port 
-Small-scale transport including flow around 
 individual buildings

vii). Various applications to the coastal and 
 offshore structures
 

6. Conclusion and Discussion
 

Many practical problems are related to the 
coastal structure and the detailed flow structures 
are needed to be simulated, which cannot be 
properly simulated 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s.  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s have 
limitation in dealing with small scale processes to 
solve practical engineering problems especially 
near the coastal structures where most of the 
coastal problems are confined and the space scale 
of various processes are much smaller to be 
handled with conventional coastal models.

To solve many coastal environmental problems 
need to be properly modeled using different 
circulation and transport models with different 
scale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is the core 
of operational oceanography, which may provide 
most of the essential information needed by the 
users.  By nesting fine mesh local model, it would 
provide the detailed coastal information most of the 
case except the very local area near the coastal 
structure. We may need to integrated properly the 
large scale process model together with small scale 
process model efficiently. The ocean and coastal 
modeling system can be tackled by the proper 
integration of the conventional ocean and coastal 
modeling system with CFD models systematically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economically. 

    The problems of rather smaller time and space 
scale would be able to be solved using jointly the 
conventional coastal model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which can accurately 
model small-scale and detailed flow structures.  
Recent development of CFD model and application 
to the coastal engineering practices will be 
over-viewed and approach of expending the coastal 
modeling system that KORDI is building now is 
proposed for more practical applications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oastal disaster mitigation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유속확산이 있는 경우 천수방정식의 위상속도와 에너지속도

Phase and energy velocities in shallow water equations with velocity diffusion

정태화1, 이창훈2

Tae-hwa Jung1 and Changhoon Lee2

1. 서론

심해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랑이나 지진해일 등과 같

은 장파는 천해로 전파하면서 바닥마찰이나 쇄파 등에 

의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한 파랑변형을 모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치모형

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천수

방정식에 에너지 손실항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다.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

속에 에너지감쇠계수를 곱한 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스폰지 경계층에서의 인위적인 에너지 감쇠나 바닥마

찰 또는 투수층 내부에서의 항력저항 등을 고려하기 위

하여 주로 사용된다(Sollitt and Cross, 1972; 이창훈 등,

2007). 쇄파의 경우 앞선 방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손실

을 모의할 수도 있고, 또한 와점성계수(eddy viscosity)

를 유속확산항에 곱해 에너지 손실을 모의할 수도 있다

(Karambas and Koutitas, 1992; Sato, 1996). 최근 정태

화와 이창훈(2012)은 선형의 천수방정식에 에너지감쇠

가 있는 경우 위상속도는 장파속도   (즉, 에

너지감쇠가 없는 경우의 위상속도)보다 더 작고, 에너

지속도는  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천수방정식에 에너지 감쇠와 유속확

산을 모두 고려하여 위상속도와 에너지속도의 양상을 

이론 및 수치실험으로 분석하였다.

2. 식의 유도

에너지 감쇠항과 유속확산항이 있는 경우의 1차원 

선형 천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2)

여기서, 는 유속확산계수, 는 에너지 감쇠계수를 의

미한다. 식 (2)를 시간미분한 후 식 (1)과 결합하면 다음

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3)

파수를 복소수로 가정하고 (즉,   ), 유속을 

 
 

  


  
로 표현하여 식 (3)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실수부와 허수부로부터 각각 다

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4)




 


 (5)

 

 
(6)

식 (4)을 이용하면 식 (6)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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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즉, 유속확산과 에너지감쇠가 있는 경우 에너지속도는 

항상 위상속도보다 크게 된다. 


 그리고 

 로 가정하면, 식 (4)와 식 (5)는 다음과 같이 된

다.




 (8)

  (9)

이 식을 연립하여 풀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10)

 



(11)

마지막으로,   


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과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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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분석

3.1 에너지 감쇠는 없고 확산만 있는 경우
먼저, 에너지감쇠는 없고 유속확산만 있는 경우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계산조건은   ,  ,

   이다.

Fig. 1은 확산계수값을 변화시키면서 위상속도와 에

너지속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수평축을 무차원수인  

 로 표현하였다.  은 Reynold수의 역수
로서 Sato(1996)도 사용한 바 있다. 확산계수값이 작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여 위상속도와 에너지

속도  모두 에너지감쇠가 없는 경우의 위상속도

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확산계수값이 일

정한 값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상속도와 

에너지속도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였다. 에너지 감쇠

만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속도는 위상속도

와 보다 항상 크게 나왔다(정태화와 이창훈, 2012).

<Fig. 1> Variations of phase and energy velocities with 
diffusion coefficients ( ).

확산계수값이 매우 커지면 →, →, →

이 되며, 식 (4)와 (6)에 의해 위상속도는 발산하게 되며 

에너지속도 역시 위상속도와 동일해지면서 발산한다.

lim
→∞ 

 


 lim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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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와 같은 사실은 Fig.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확산계수값을 증가시키면서  와 

를 계산한 결과이다.  은  를 무차원화

한 값으로서  와 의 비이다.   값은 0

에서부터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여 0으로 수렴하였으

며,  값은 꾸준히 증가하여 1로 수렴하였다.

3.2 확산과 에너지 감쇠가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으로, 확산과 에너지 감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계산조건은 3.1절과 동일하게 
  ,    로 설정한 후 에너지 손실계수와 

유속확산계수값에 변화를 주었다.



<Fig. 2> Variations of   and   with 
diffusion coefficients ( ).

Fig. 3은 에너지 감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

하여 유속확산계수를 증가시키면서 위상속도와 에너

지속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정태화와 이창

훈, 2012)와 3.1절의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감쇠는 위상

속도의 감소를 초래하며 유속확산은 위상속도의 증가

를 유발한다. 유속확산이 작은 경우 에너지 손실계수의 

영향 때문에 위상속도가 보다 작은 값을 보이지만,

유속확산계수가 증가할수록 위상속도는 증가하여 특

정값 이상에서는 보다 커지면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에너지속도와 관련하여서는, 에너지 감쇠와 유속확산 

모두 에너지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두 성분

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한 성분이 있는 경우보다 더 크

게 증가하였다. 다만, 유속확산만 있는 경우에는 식 (6)

의 분모항이 항상 양의 값을 가졌으나, 유속확산과 에

너지 손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계수의 

크기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Fig. 4는 에너지 감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

하여 확산계수값을 증가시키면서  와 를 

계산한 결과이다. 유속확산과 에너지 감쇠 모두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 값은 유속확산만 

있는 경우보다 증가하였으며, 의 값은 1 보다 큰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에너지 

손실이 유속확산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 유속확산값에서 최대로 발생한 후 유속확산값이 증

가함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였다.    

<Fig. 3> Variations of phase and energy velocities with 
diffusion coefficient (0, 2).

<Fig. 4> Variations of  and   with diffusion 
coefficients (0, 2).

Fig. 5는 유속확산계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에너지 감쇠계수를 증가시키면서 위상속도와 에너지

속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유속확산계수가 없는 경우 기

존의 연구결과(정태화 이창훈, 2012)처럼, 위상속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에너지속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에

너지 감소가 있는 경우의 위상속도는 에너지 감소가 없

는 경우의 위상속도보다 항상 작았으며, 에너지 속도는 

보다 항상 크게 나왔다. 확산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속도는 확산계수가 없는 경우보다 더욱 증가하

였으나 위상속도는  에너지 감쇠효과가 작은 경우에는 

보다 큰 값을 가지다가  에너지 감쇠효과가 증가하

면서 보다 작은 값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Fig. 6은  Fig. 5와 동일한 조건에서  와 

를 계산한 결과이다. 유속확산이 없는 경우에, 에

너지 손실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는 꾸준히 

증가하고, 는 1로 수렴하였다. 유속확산이 발생을 

하면 이로 인한 추가 에너지 손실로   와 
은 에너지 손실만 있는 경우보다 증가하였다.

<Fig. 5> Variation of phase and energy velocities with 
damping coefficients ( 0, 10).

<Fig. 6> Variations of   and   with 
damping coefficients  ( 0, 10).

4. 결론

장파가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바닥마찰, 항력저항 또

는 쇄파 등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에너지손실항

과 유속확산항을 선형천수방정식에 

추가한 뒤, 파의 전파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유속확산항만 있는 경우 유속확산이 커질수록 

위상속도와 에너지속도 모두 증가하였다. 유속확산과 

에너지 손실항이 같이 있는 경우  두 항의 상대적인 영

향도에 따라 위상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두 항 

모두 에너지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

나의 항만 있는 경우보다 에너지속도는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감쇠계수를 증가시키면서 위상속도

와 에너지속도를 비교하였다. 확산계수가 없는 경우에

는 위상속도는 에너지 감쇠가 없는 경우의 위상속도보

다 작게 나왔으며 에너지 속도는 크게 나왔다. 그러나 

확산의 효과가 작용하면, 초반에 위상속도는 증가하다 

감소하였다. 에너지속도는 여전히 에너지손실이 없는 

경우의 위상속도보다 큰 값을 보이면서 증가하였다. 에

너지감쇠계수와 확산계수 에너지 손실에 영향을 주어,

두 값들이 증가할수록 파고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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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경사면에서 다방향 불규칙파의 굴절 : 방향비대칭계수와 최대분포계수

Refraction of directional random waves on a planar slope : Directional

asymmetry parameter and maximum spreading parameter

정재상1, 이창훈2, 조용식3, 김동주4

Jung, Jae-Sang1, Lee, Changhoon2, Cho Yong-Sik3 and Kim, Dong-Ju4

1. 서  론

심해에서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랑은 다양한 주기와 

방향성을 갖게 된다. 심해에서 생성된 다방향 불규칙파

랑은 천해역으로 전파해 오면서 해저 지형의 변화에 따

른 굴절, 섬이나 해양 구조물에 의한 회절, 수심 감소에 

따른 천수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기와 방향에 대한 

에너지 분포 형상, 즉 에너지 스펙트럼 형상이 변화하

게 된다.

다방향 불규칙파랑의 방향스펙트럼으로는 Mitsu-

yasu et al.(1975)이 제안한 극대 주파수에서의 방향스

펙트럼 폭이 가장 좁은 형태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Hwang et al.(2000)은 

첨두가 2개인 쌍봉형 방향 스펙트럼을 제안하였으며,

최근 Lee et al.(2010)은 방향 비대칭성을 고려한 비대칭 

방향스퍽트럼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 보다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랑의 에너지 

스펙트럼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는 불규칙파

랑의 대표값(유의주기, 유의파고, 첨두주파수 등)은 같

을지라도 그 형태에 따라 해안선이나 해안지역에 건설

된 다양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불규칙파랑의 방향 비대칭성의 경우 주

파향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포가 넓은 방향에 따라 항내 

정온도나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등에 차이가 발생하

게 되며, 또한 해안선 근처의 이안류 및 연안류의 형성

에도 비대칭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입

사파랑의 방향 비대칭성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이창훈 등(2009) 및 Jung et al.(2011)에 의해 상

세히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수심 조건에 따른 스펙트

럼의 형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계수들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이용한다면 스펙트럼의 형태를 간과함으로써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계산과정과 결과들을 

심해에서의 유의파고, 극대주기, 극대주기에 해당하는 

파장 등으로 무차원화 하였으며, 파랑의 굴절은 에너지 

스펙트럼 성분을 8,145개 규칙파 성분(45개 주기성분

×181개 방향성분) 으로 분해하여 굴절의 해석해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Lee et al.(2010)이 제안한 

스펙트럼의 근사화를 통해 상대수심에 따른 비대칭계

수와 최대방향분포계수를 계산한다.

2. 다방향 불규칙파의 굴절해석

2.1 다방향 불규칙파의 굴절
본 연구에서는 심해에서 다방향 불규칙파랑의 주기 

스펙트럼으로 첨두 주파수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럼 형

태를 결정할 수 있는 JONSWAP 스펙트럼을 채택하였

으며, 방향스펙으럼으로는 비대칭성을 표현할 수 있는 

Lee et al.(2010)의 제안식을 채택하였다.

파랑의 굴절 및 방향 비대칭 특성의 해석을 위해 다

음과 같은 무차원 변수와 이에 따른 무차원 스펙트럼 

식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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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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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심해에서의 1/3 파고를 의미하며,

는 심해에서의 첨두 주기를 뜻한다. 그리고, 
는 심해에서 첨두 주기에 해당하는 파랑의 파수, 
는 첨두 주기에 해당하는 심해파 파장을 나타내며, 식 

(2)에서는 ′′  
 가 성립한다.

그리고, 식 (2)에서  ,  및 는 Hasselmann et

al.(1973)을 참고할 수 있다.

Lee et al.(2010)에 의해 제안된 비대칭 방향스펙트럼

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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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6)

여기서, 는 비대칭계수, max는 최대분포계수를 의

미한다.

일정 경사면을 진행하는 다방향 불규칙파랑의 굴절 

은 다음과 같은 무차원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되며, 이

는 Fig. 1을 참고할 수 있다.

′′′ 


′′′ (7)

여기서, 는 천수계수, 은 굴절계수를 뜻하며, 식 

(7)의 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무차원 분산관계식이 

이용된다. 그리고, 방향스펙트럼에서 주기별 굴절 정도

를 고려하여 각 수심별 주파향각는 식 (9)와 같이 정의

된다.

′ tanh′
′tanh′′

(8)

′′ sin




′
′′ sin




       (9)

2.2 최대분포계수 및 비대칭계수의 근사화
해석적으로 계산된 다방향 불규칙파랑 스펙트럼이 

어떠한 비대칭계수 값과 최대 방향분포계수를 갖는지

를 알기 위해 정형화된 스펙트럼 식을 근사화 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안된 퍼센

트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비대칭계수와 방향분포

계수를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max


 

max
′


  

max


 

max
′′

×
(10)

여기서, 는 퍼센트 오차를 뜻하며, ′는 

번째 주파수 및 번째 파향각에 해당하는 해석해에 의

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뜻한다. 그리고, ′′는 

번째 주파수 및 번째 파향각에 해당하는 근사화된 스

펙트럼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max는 ′ 에서 

2.4까지 45를 적용하여 ∆′ 이며, max는 

 에서 까지 181을 적용, ∆  이다.

3. 수치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심해에서 출발한 방향 대칭인 다방향 

불규칙파랑이 천해역으로 전파해 오면서 상대수심에 

따른 최대 방향분포계수와 비대칭계수를 계산한다. 과

거 Goda와 Suzuki(1975)는 방향 비대칭을 무시하고 상

대 수심에 따른 최대 방향분포계수를 제안하였다. 그리

고, Lee 등(2010)은 이후 굴절에 의한 비대칭까지 고려

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특정한 몇몇 경우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 보

다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게 무차원화를 통해 계산과정

을 일반화하였으며, 또한 심해에서의 보다 다양한 불규

칙파랑 특성에 대해 결과를 제시한다.

Fig. 2는 =3.3 인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Fig. 2

에서는 심해에서의 최대 방향분포계수, max=10, 25,

75 및 심해에서의 주파향 각 =0°, 30°, 60°인 경우

에 대해 상대수심에 따른 최대 방향분포계수를 나타낸

다. Fig. 2를 통해 상대수심이 감소할수록 최대 방향분

포계수는 급격히 증가하며, 심해에서의 주파향각이 클

수록 증가율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파

향각이 클수록 해저지형에 의한 굴절이 더욱 크게 발생

하여 방향스펙트럼의 폭이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Fig. 3 역시 상대수심 변화에 따른 최대 방향분포계

수를 나타낸 그림으로, 극대증진계수의 변화에 따른 최

대 방향분포계수의 변화를 보다 보기 쉽게 나타낸 그림



이다. Fig. 2와는 달리 극대증진계수에 대해서는 상대수

심에 따른 최대 방향분포계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는 않는다. 즉 주기스펙트럼에서의 에너지 분포 형상은 

최대 방향분포계수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극대증진계수

가 클수록 최대 방향분포계수 역시 작은 값이지만 보다 

크게 계산된다.

Fig. 4는 상대수심 변화에 따른 비대칭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통해 심해에서의 주파향각이 

클수록 그리고, 극대증진계수()가 클수록 상대수심이 

감소할 때 비대칭계수의 절대값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극대증진계수보다는 심해에서 주파향각의 크

기가 비대칭계수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해역에서 다방향 불규칙파랑의 굴

절에 의해 발생하는 비대칭성과 최대방향분포계수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굴절의 해석해는 무차원화를 

통해 더욱 일반화된 식을 사용하였으며, 파랑의 방향 

비대칭성을 추가로 고려한 Lee et al.(2010)이 제안한 방

향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근사화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상대수심이 작아질수록 최대 방향분포계수와 비대칭

계수의 절대값은 증가하였다. 특히, 극대 증진계수 및 

심해에서의 입사각이 클수록 그리고, 심해에서의 최대

방향분포계수가 작을수록 최대 방향분포계수와 비대

칭계수의 절대값은 역시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그림은 Goda and Suzuki

(1975)의 연구에 파랑의 비대칭성과 극대증진계수의 

변화가 추가로 고려되었으며, Lee et al.(2010)의 연구를 

더욱 일반화 하였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해안 

구조물의 설계나 해안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그 동안 간

과되어 왔던 파랑의 방향 비대칭성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항내 정온도나 해안 구

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등에 있어서의 방향 비대칭 효과

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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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for calculation of refraction of 
random waves



<Fig. 2> Variation of maximum spreading parameter with relative 
water dep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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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Variation of maximum spreading parameter with relative 
water depth ( )



장대형 이안제에 작용하는 불규칙파의 힘

Random wave forces on a long detatched breakwater

정재상1, 이창훈2, 조용식3, 박우선4

Jung Jae-Sang1, Lee Changhoon2, Cho Yong-Sik3, Park Woo-Sun4

1. 서  론

해안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구

조물의 길이 효과는 무시한다. 실제로 해안 지역에 설

치되는 구조물은 파랑의 파장( ) 에 비해 그 길이가 매

우 작기 때문이다. 해안지역에 입사파랑의 파장 정도 

의 길이를 갖는 단일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시공 능력 

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록킹을 통한 

구조물의 장대화에 대한 연구(현대산업개발, 2009)가 

시작되면서, 구조물의 길이 효과를 고려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지역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길이효

과를 고려할 경우 상당한 파력감소효과가 발생함은 잘 

알려져 있다. 구조물 길이에 따른 파력감소효과가 발생

함은 Tratteberg(1968)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최초로 

규명하였다. 이 후 Battjes(1982)에 의해 다방향성을 갖

는 불규칙파에 대한 장대 구조물의 파력 감소효과가 이

론적으로 연구되었다. Takahashi and Shimosako

(1990)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케이슨 형식의 장대구

조물에 작용하는 불규칙파의 파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Martinelli et al.(2007)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다방향 

불규칙파의 파력감소효과에 대해 쇄파 및 비쇄파 조건

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재상 

등(2010)이 Battjes(1982)의 연구에 더하여 주기성분을 

고려한 다방향 불규칙파의 파력감소효과에 대해 방향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Jung

et al.(2011)은 반무한방파제 형식의 장대구조물에 작용

하는 파력에 대해 회절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여 해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안제 형식의 장대구조물에 작용하

는 파력에 대해 회절효과를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이안

제 형식의 장대구조물의 경우  반무한방파제 형식과는 

달리 방파제의 두부가 2곳에 존재하며, 따라서 회절도 

양단에서 모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반무한방파제 

형식의 구조물에 비해 회절에 대한 효과가 더욱 클 것

이라 추론할 수 있다. 입사파랑은 JONSWAP주파수 스

펙트럼과 Lee et al.(2010)이 제안한 비대칭 방향분산함

수를 사용하였으며, 방파제 구조물 배후의 회절은 

Penney and Price(1952)의 해석해를 사용하였다.

2. 이안제에 작용하는 파력

2.1 감소파력비의 유도
이안제 형식의 장대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계산

하기 위한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구조물 전면에는 중

복파의 파압이 작용하며, 구조물 배후에는 이안제 양단

에서 회절된 파랑의 파압이 작용하게 된다. 이들 파압

을 합성한 구조물에 작용하는 총파압은 다음과 같다.

  cosh
cosh

cossin
coscos 

(1)

여기서, 는 입사파의 진폭, 은 입사방향 회절파의 진

폭, 는 입사반대방향 회절파의 진폭을 나타낸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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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단위 길이 당 작용하는 파력은 식 (1)을 z 방향

으로 적분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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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총 파력은 식 (2)를 구조물 길

이방향에 대해 적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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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식 (3)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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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sin cos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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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sin
sin s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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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cos sin

(10)

위 식에서 sin=1인 경우 구조물에 최대파력이 

작용하게 되며, 장대구조물에 작용하는 감소파력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 sin cos sin



 sin cos sin cos


(11)

감소파력비 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 

(11)을 전개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식 (11)은 

다음식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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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기서,

  sin 
  


(13)

  sin 
  


(14)

  sin 
  


(15)

위의 식 (12)에서 =0 이면, 반무한 방파제인 경우

로 감소파력비는 Jung et al.(2011)이 제안한 식과 동일

하게 되며, ==0 이면, 회절이 고려되지 않은 경

우로 Battjes(1982)가 제안한 식과 동일하다.

2.2 회절파 진폭의 정의
회절파의 진폭을 정의하기 위해 Penney and

Price(1952)가 제안한 해석해를 이용하였다. 먼저 입사

방향 회절파의 진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6)

여기서,

 expcos

 (17)




∞

 exp 

 (18)

 



 sin
 


 (19)

입사반대방향 회절파의 진폭 역시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20)

여기서,



 expcos

 (21)




∞

 exp 

 (22)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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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과 식 (22)에서 각각    및    일 때 

=0이며, =0.5 및  =1.0을 만족한다.

2.3 다방향 불규칙파의 감소파력비
본 연구에서 다방향 불규칙파는 JONSWAP 스펙트

럼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불규칙성을 나타내었고, Lee

et al.(2010) 이 제안한 비대칭 방향분산함수를 이용하

여 방향에 대한 불규칙성을 재현하였다. 다방향 불규칙

파의 감소파력비는 Jung et al.(2011) 이 다음과 같이 제

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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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in

max


(24)

3. 이안제에 대한 감소파력비

이안제에 대한 감소파력비 산정을 위해 수심은 10m

로 가정하였으며, 유의파고는 1m, 유의주기는 10sec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극대증진계수 =3.3, max =10을 

적용하였다. 이안제에 작용하는 감소파력비에 대해서

는 Fig. 2 ~ Fig.5에 도시하였다. Fig. 2는 입사파랑과 회

절파를 모두 고려한 감소파력비이며, Fig. 3은 입사파랑

만을 고려한 감소파력비, Fig. 4는 입사방향회절파 성분

의 감소파력비, Fig. 5는 입사반대방향 회절파 성분의 

감소파력비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전체성분, 입사

파랑성분 및 입사반대방향 회절파성분의 감소파력비

는 입사각이 커질수록 더욱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입사방향 회절파 성분은 입사각이 커질수록 오히려 감

소파력비가 증가하는 것을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이안제 형식의 장대구조물에 대해 회절을 고려한 불

규칙파랑의 감소파력비를 산정하였다. 회절파 성분은 

이안제 양단에서 회절된 두 성분을 모두 포함하였다.

회절파 성분은 Penney and Price(1952)에 의해 제시된 

해석해를 적용하였으며, 다방향 불규칙파랑의 감소파

력비는 Jung et al.(2011)이 정의한 식을 사용하였다. 해

석 결과 이안제에 작용하는 감소파력비는 구조물의 상

대길이()가 길어질수록 감소하였다. 전체성분, 입사

파랑성분, 입사방향 회절파 성분, 입사반대방향 회절파 

성분에 대해서 입사각의 변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

성분, 입사파랑성분, 입사반대방향 회절파의 성분은 입

사각이 커질수록 감소파력비가 감소하였으나, 입사방

향 회절파의 감소파력비는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감소

파력비 역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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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법을 이용한 원주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의 수치해석

Numerical simulaion of cylindrical structures using FAVOR method

이광호1·백동진2·김규한3·김도삼4

Kwang-Ho LEE1, Dong-Jin Baek2, Kyu-Han KIM3 and Do-Sam KIM4 

1. 서론

원주구조물은 해안 및 해양공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

용되는 구조물의 형태 중 하나이다. 연안에서는 잔교등에 

주로 이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원주구조물 (단일파일, 삼각

형태의 기초, 자켓구조물)이 플랜트시설의 기초로 사용되

고 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사회관심의 증가

와 더불어 풍부한 해상풍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이 계획·시공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는 건설비용의 절감, 유지관리의 편

리함 및 전력수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근해에 설치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천수변형에 의한 비선형파랑

이 발달하는 천해에 설치된 경우에는 원주구조물의 외력

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원주구조

물의 직경이 설계파장에 비해 작은 소형 원주구조물의 경

우는 Morison식에 의해 간단히 산정될 수 있지만 설계파

장에 비해 원주구조물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파랑과 구조

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브래

싱과 같은 경사부재의 경우 구조물의 형상에 크게 의존하

는 항력계수 와 관성력계수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에 기존의 Morison식으로는 정확한 외력의 평가를 기대

하기 어렵다.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는 적

은 비용과 시간으로 이와 같은 원주구조물의 외력평가와 

관련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 수치해석모델의 경우 파

랑과 원주구조물과의 비선형간섭을 직접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Morison식과 같은 경험식이나 부가적인 파랑해

석모델이 요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

경을 기초로 이 등(2011)에 의해 제안된 3차원수치파동수

조를 이용하는 3차원혼상류해석모델인 TWOPM-3D

(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ows)에 

FAVOR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직사각형 격자시스템 내에

서 효율적으로 원주구조물의 해석이 가능한 수치모델을 

구축하였다.

2. 수치모델의 개요

2.1 기초방정식
TWOPM-3D는 혼합되지 않는 기체 및 액체를 동시

에 고려하는 단일유체모델로 비압축성 뉴턴유체를 고

려하여 식(1)의 연속방정식과 식(2)의 Navier-Stokes운

동방정식에 기초하고 있다.

                               ∇⋅V                                        (1)




⋅∇∇



∇⋅

∇⋅∇



                         
                                                                                                        
                                                                                                  (2)

여기서, 는 기체 및 액체상의 유속벡터, 는 압력, 

는 해석영역내의 조파를 위한 조파강도, 는 시간, 는 계

산영역의 측면경계에서의 반사를 제어하기 위한 감쇠계수,

는 중력 및 표면장력에 체적력, 는 변위-응력벡터, 는 

SGS(sub-grid scale)응력벡터, 은 후술하는 FAVOR법에 

적용되는 매개변수이다. 또한 와 는 계산격자상에서의 

평균밀도와 평균동점성계수로 유체점유율함수 로부터 

결정된다. 이상의 기초방정식을 직사각형 격자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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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put grid information

Second, input bottom geometry 
& obstacle information

<Fig. 2> Computed results of FAVOR parameters and the 
surface normal unit vectors in each cell

<Fig. 1> Input system for FAVO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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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erical wave tank used in this study

이산화를 수행하고, 쌍곡선방정식의 수치해석에 있어서 수

치확산이 적고 Over-shoot와 Under-shoot를 제어할 수 있

으며 다차원으로의 확장이 용이한 M-CIP법(Nakamura &

Yabe, 1999)에 기초하여 수치계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

간발전에 대해서는 압력항을 제외한 모든 항에 대해서 2차

정도의 Adams - Bashforth법을 적용하여 양적으로 계산하

였으며 얻어진 유속성분이 식(1)의 연속방정식을 만족하도

록 Poisson방정식으로부터 압력보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Poisson방정식의 수렴계산에는 AP-AMG(Algebraic

MultiGrid) solver (Allied Engineering, 2011)를 이용하여 

계산비용을 최소화하였다. 이상의 Navier - Stokes solver

및 경계조건 등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이 등(2011)을 참

조하기 바란다.

2.2 FAVOR법의 적용
본 연구에서 적용한 TWOPM-3D는 식(1), (2)의 기초방

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고정된 직사각형좌표 시

스템을 사용한다. 하지만, 계산격자와 해석대상구조물의 

표면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형상을 정확

히 표현하기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직사각형 격

자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Hirt & Sicilian(1985)에 의해 제안된 FAVOR(FractionArea

/ Volume Obstacle Representation)법을 적용하여 바닥경

사와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의 수치계산이 가능한 입력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FAVOR법의 적용을 위해 각각의 

흐름방향에 대해 구조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판별할 수 있

는 매개변수 을 기초방정식에 도입하였으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산정을 위해 구조물과 유체가 접하는 구조물 

표면셀에 있어서 구조물에 대한 외향단위법선벡터를 산정

하였다. Fig. 1과 같이 격자정보를 입력한 후, 해석대상구조

물과 지형정보를 입력하여 계산을 수행하면 Fig. 2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이 입력한 격자시스템내의 각각의 셀에서  

FAVOR법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비롯한 계산정보가 출

력이 되며, 이러한 계산정보는 TWOPM-3D에 재입력되어 

수치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3. 계산결과의 고찰

이상의 FAVOR 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일 원주구조물에 대한 DHI (Danish

Hydraulic Institute)의 실험결과와의 비교·검토한다.

3.1 수치파동수조의 구성 

Fig. 3은 본 연구에 사용한 수치파동수조의 개요를 

나타낸다. 해석영역내의 격자해상도는 구조물주변에

서 0.015×0.015×0.01m의 고해상도에서부터 구조물과

의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0.04×0.015×0.08m로 증

가하는 가변격자를 이용하였다. 입사파는 파고 0.138m,

주기 1.565s의 규칙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Fig.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리실험과 동일한 지점에서 유속

(VG)과 파고(WG)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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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G3
<Fig. 5> Comparison of free surface elevations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nume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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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water particle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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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ransverse water particle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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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ertical water particle velocities
<Fig. 6> Comparison of free surface elevations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nume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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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ime variation of inline 
       wave force acting on the cylindrical pile

3.2 해석결과의 고찰 
Fig. 5는 WG1(경사면이 시작되는 점), WG2(원주구조

물의 전면) 및 WG3(원주구조물의 측면)에서 측정된 무차

원 수위변동에 대한 실험결과와 계산결과와의 비교를 나

타낸 것이다. Fig. 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 적용한 TWOPM-3D는 입사파가 경사면을 진행하면서 

비선형성이 발달하는 천수변형의 과정을 정도 높게 모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조물 부근에서의 수면파

형에 대한 계산결과는 실험결과에서 확인된 파곡부근에

서의 ripple성분까지 비교적 양호하게 재현하고 있다.

Fig. 6은  Fig. 4의 VG지점에서 음향도플러유속계인 

Vectrino로 측정된 각 방향의 유속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Fig. 6으로부터 수평방향(입사파의 진행방향)에 

대한 유속은  수리실험결과와 양호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연직방향에 대한 유속은 측정된 실험결과를 다소 과대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으로부터 확인

되는 바와 같이 수평방향의 유속에 비해 연직방향의 유속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천해조건으로 적용된 격자의 해상

도가 수평방향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직방향성분의 유

속에 대한 분해능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횡방향의 유속은 거의 진동하지 않는 점으로부터 

단일 원주구조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3차원적인 흐름분포가 

발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원주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변화의 시계열에 대

한 실험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파력에 대한 수치

계산은 FAVOR법을 위해 구축한 입력시스템(Fig. 2 참조)으

로부터 얻어진 구조물 표면셀에 있어서의 법선벡터를 고려

하여 구조물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적분하여 산정하였다. 
그림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적용한  FAVOR법에 기초하는 

수치해석모델은 비록 최대파력을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지



   
<Fig. 8> Snapshot of the spatial-temporal variations of instantaneous water levels

(=18.97, 19.17, 19.37 and 19.57s)

만 파력의 시간발전을 양호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최대파력의 차이는 측정방법에 기

인한 것일 수 있다. 즉, 수리실험에서는 원주구조물의 바닥

에 3분력계를 설치하여 파력을 측정함에 반해 수치모델에서

는 액체와 접하는 구조물표면에서의 압력의 적분을 통해 산

정된다. 또한, Mo et al.(2007)은 수치계산의 경우 정수면상

에서 발생하는 최대동수압을 약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격자해상도의 의존성을 고려한 과

대파력산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Fig. 8은 원주구조물 주변의 수면변동에 대한 공간적변화

를에 대한 snapshot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원주구조물과 바

닥의 경사는 Fig. 1의 FAVOR법을 적용하여 도입한 입력시

스템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도식한 것이다. Fig. 8로부터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치모델은 원주구조물과 파랑과

의 상호작용에 대한 수치모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직사각형 격자시스템에서 원주

구조물의 효과적인 수치모의를 위해 FAVOR법에 기초한 

수치모델을 제안하고, 구조물 주변의 수면변동, 유속변화 

및 작용파력에 대한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구축한 수

치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FAVOR법을 적용

한 파력의 수치해석결과, Morison식에서는 예측 곤란한 

구조물의 상호작용의 시간발전에 따른 비선형 파력의 변

화를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3차원  FAVOR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조물의 점유율과 같은 복잡한 사전

계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력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치모델은 자켓형식의 구조물

과 같은 복잡한 부재를 포함하는 원주구조물의 수치모의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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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riteria on the Occurrence of Freak Waves

이상고파 발생확률의 새로운 기준에 대하여

Ahn, Kyungmo

안경모1

1. INTRODUCTION

The construction of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wave he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in the study of wind-generated 
waves. In addition, the estimation of the probable 
maximum wave heights is necessary for the 
probabilistic forecast and warning of hazards from 
freak waves. It is well known that freak waves 
inflict severe damages upon offshore structures, 
ships, sailors, and the equipments. This 
phenomenon is rare but critically meaningful. 
Hence, understanding and an adequate knowledge 
of the maximum expected wave heights, especially 
including unusual cases such as freak waves, are 
required for the prediction of wave forces and 
structural responses or the design of a structure in 
the ocean. 

A freak wave is an interesting but difficult topic 
to figure out. Many scientist and engineers have 
shown great attention to the possible mechanism of 
freak waves and have published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work. Despite many efforts to understand 
plausible causes, the mechanism as well as 
statistical characteristic of freak waves have not yet 
been resolved.

2. ANALYSIS

It is imperative to clarify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a freak wave. A freak wave (also known 
as a rogue wave) is “commonly” defined as a 
single wave height which is more than twice the 
significant wave height. However, there remains 
the problem of not defining accurate characteristics 
of a freak wave. Recently, Liu et al. (2009) raised a 

question on “what is a freak wave?”; they claim 
that as neither freak nor rogue waves have been 
clearly defined, it is only vaguely implying some 
kind of unexpected, larger than usual waves in the 
field. They coined a portmanteau word “freaque” 
waves derived from combining the words “freak” 
and “rogue” waves. The word has two additional 
implications: first, it is a kind of steep elevated 
abnormal wave, and second, freque waves are not 
analogous to the extreme waves, because a freaque 
wave may be a local extreme, but most extreme 
waves are not al freague waves.

Moreover, a loosely used term “the significant 
wave height” makes it harder to define a freak 
wave. This problem has largely ignored. When the 
significant wave height is defined as the average of 
the highest 1/3 of the waves, which is estimated 
based on the wave-by-wave analysis in time 
domain. 

When we apply zero-up-crossing analysis to the 
observed wave data in order to identify individual 
wave height,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false wave 
height due to noise. For example, wave height of 
0.1m might be considered to be noise rather than to 
be individual wave height. This paper presents the 
detailed analysis on this matter and some practical 
guideline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freak 
waves will be presented.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freak waves based on the analysis of 
extensive wave data collected during ARSLOE 
project. It is suggested to us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xtreme wave heights as a possible 
means of defining the freak wave criteria instead of 
conventional definition which is the wave height 
greater than the twice of the significan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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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In this study, ARSLOE wave data records which 

contain 900,000 individual waves were analyzed to 
find freak waves. The wave data collected from 10 
wave gages deployed water depth from 2.1 m to 24 
m during storm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freak waves. Only 2 waves found in 
the water depth of 24 m which is the deepest wa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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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 series of surface elevation including freak waves.

Fig. 1. shows the time series of surface elevation 
which contains freak waves, respectively. Wave 
data were collected continuously and each records 
has a duration of 20 minutes. The sample 
frequency of wave data is 4 Hz. The ratios of wave 
heights of freak waves to those of significant wave 
heights are 2.26 and 2.28, respectively. 

As is shown in Figure 1, freak waves were found 
only in the wave gage deployed in the deepest 
water depth. No freak waves were found in the 
intermediate as well as shallow water depth. It is 
well known that as waves propagate from deep to 
shallow water depth,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waves become more pronounced and become 
non-Gaussian random waves in shallow water 
depth.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freak waves are more 
likely to be generated in deep water waves 
compared to shallower water depth. This also 
indicates that freak waves are more likely to be 
generated when nonlinearity and non-Gaussian 
characteristics of waves are weak. This founding is 
rather a surprise and even contrary to the generally 
accepted findings such as the assertion of main 
cause of freak waves generation is due to nonlinear 
wave-wave interactions (Oalgnon and 
Athanassouls, 2000) This is also contrary to the 
Mori’s assertion that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freak waves increases as the kurtosis of surface 
elevation increases. (Mori, 2004)

In order to understand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freak waves,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extreme wave heights of total 134 wave data 
records at wave gage F710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24, 00:15 to October 26, 00:35, 1980 were 
analyzed.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extreme 
waves using 3 different distribution functions 
based on Rayleigh, Ahn, and Mori were computed.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extreme 
wave heights in n observations was derived by Ahn 
(2002) based on the maximum entropy metho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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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2
0 1 2exp / 4A l l l= - + , the parameters 

0 1, ,l l  and 2l  are determined from the wave data 
by solving the following set of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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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mH = mean wave height; rmsH = root mean 

square wave height; bH = breaking wave height; 

and  
( ) ( )

( ) ( )22 b

z
B z

z H z

f

l
=
F + -F   Here, ( ) ( ),z zf F

are the standardized normal probability density and 
distribution function, respectively.

3. RESULTS

Fig. 2 show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extreme waves by Ahn, Rayleight, and Mori, 
respectively.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extreme waves including two freak waves are 
represented as percentage in Table 1. It i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freak waves is 
much less than that of exceedence of 2 times of  the 
significant wave height. This indicates that the 
frequency of freak waves is much more rare than 
that of 2 times of  the significant wave height.. All 
3 different distributions correctly discriminate the 
freak waves with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less than 3%, 0.1%, and 8%, respevtively.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 is such that we may utilize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extreme waves 
to predict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freak waves 
at specific location in the ocean.



Rank Date Rayleigh Ahn Mori
1  24 th,16:55 2.510% 0.005% 6.053%
2  25 th, 9:35 1.263% 0.064% 7.815%
3 25 th, 00:35 21.905% 0.087% 9.964%
4  24 th, 18:35 12.602% 0.244% 19.036%
5  25 th, 01:35 11.161% 0.380% 16.523%

Table 1. Top five occurrence probability sorted ascending order 
based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xtreme waves by 
Rayleigh, Ahn, and Mori. (with threshold tolerance of 0.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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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between histogram of wave height and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by Ahn, Rayleigh, and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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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generation of waves in shallow water equations with dissipation:

Comparison between using Dirac delta and Gaussian source functions

에너지감쇠가 있는 경우 천수방정식에서의 내부조파: Dirac Delta 원천함수와 

Gauss 원천함수 사용 결과 비교

Van Nghi Vu, Changhoon Lee

부반니1, 이창훈2

1. INTRODUCTION

One of the efficient ways to simulate the 
propagation of real sea waves is using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technique. Recently, this 
technique has been developed for waves with 
damping in shallow water area (Lee et at. 
2011). However this approach did not give 
good results with large damping coefficient 
(when damping coefficient is larger than 0.2 
times the angular frequency). In this study, 
using the Dirac delta and Gaussian source 
functions, we generate waves internally in linear 
shallow water equations with energy dissipation. 
The two functions give satisfactory results.

2. WAVE GENERATION THEORY

The linear shallow water equations can be 
described as




∇         (1)



 ∇         (2)

where   is the water surface elevation, h is 
the mean water depth,   is the particle 
velocity in horizontal dirction,   i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and ∇  is the 
horizontal gradient operator. Lee at al. (2011) 

added damping coefficient   to left-hand side 
of the momentum equation (2) and source 
function S to the right-hand side of the 
continuity equation (1) and did not get good 
results. In this study we try another approach 
by adding both damping coefficient and source 
function to the continuity equation (1). Thus, 
the continuity equation becomes



∇          (3)

Differentiating Eq. (3) in time and using Eq. 
(2) yields



 

 ∇

 
        (4)

For horizontally one-dimensional waves on 
constant water depth, we can separate the 
harmonic term in each variable as

 exp         (5)

  exp         (6)

where   and   are the amplitudes of the 
surface elevation and source function, respectively. 
Eqs. (5) and (6) are substituted into Eq. (4) to get 
the following equation

1 발표자: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박사과정 / vuvannghi@hcmutrans.edu.vn

2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교수 / clee@sejong.ac.k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hlayer
Sponge

layer
Sponge

S=4L 5L 5L S=4L

XS

Source region






  

  
         (7)

The source function can be of any shape. In 
this study we use the Delta-shaped source function 
or the Gaussian-shaped source function. Using the 
Delta function, the source function amplitude can 
be defined as

            (8)

where the subscript   denotes the Dirac 
Delta function,   is the amplitude of the 
source function and   is the centerline of the 
source region.

To solve the differential equation (7), we apply 
the Fourier transform technique and get the solution 
for the wave amplitud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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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nd  are real part and imaginary 
parts of the complex wave number , 
respectively and   is the energy velocity 
which is defined as

  




 
 






 
 




      (10)

and     is phase velocity. By comparing 
the amplitude given by Eq. (9) to the incident 
wave amplitude exp±  , 
we determine the amplitude of the source 
function   as

   
                (11)

And finally we get the source function as

   
         (12)

where   is the surface elevation of the 
incident waves.

The Gaussian source function which is defined 

as   exp   can be found with the 
same procedure. The subscript  denotes the 
Gaussian-shaped function and parameter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width of the source function is 
chosen as   (Wei at al., 1999) where   
is the wavelength. With the same procedure as 
done previously,  the amplitude of the source term 
can be determin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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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water surface elevation at the 
source band which should be added at each 
time step is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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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UMERICAL EXPERIMENTS

The developed theory of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with damping using source functions. The 
method is verified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with different values of damping coefficient. Fig. 1 
shows one-dimension domain which includes 
10-wave length width and two sponge layers at 
both ends of the computation domain. The source 
point (or source region center)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domain. The water depth is 0.6 m. 
Waves amplitudes are measured at the time t=30T.

The Leap-frog scheme is used to discretize 
Eqs. (2) and (3) in a staggered grid system. The 
grid spacing is chosen as     and time 
step is chose as    . Horizontally 1-D 
monochromatic waves are generated in shallow 
water (    ) with period T = 9.9 s 
using both Dirac Delta and Gaussian source 
function.

<Fig. 1> Computation domain for generating horizontally 
1-D monochromatic waves



When damping coefficient increases, the 
imaginary part of the wave number also 
increases. However, the ratio of imaginary part 
to real part ( ) is always smaller than 1 
as shown in Fig.2.

 Fig. 3 shows the variation of the velocity 
ratios with   in shallow water. In shallow 
water without energy dissipation, the phase and 
energy velocities are equal to   . 
However, as the damping coefficient increases 
(i.e.,   increases), the phase velocity 
decreases and the energy velocity increases. 

<Fig. 2> Relation between ki/kr and 

<Fig. 3> Comparing energy velocity and phase velocity; 
solid line = Ce/C0, dashed line = Cp/C0

For small damping coefficient (i.e., 
   ), the numerical solutions for both 
Delta function and Gaussian function are close 
to the exact solutions as shown in Fig. 4(a) 
for . The exact solution for wave 
amplitudes are defined as exp . The area 
that we can see the difference is in the sponge 
layer area. 

When we increase damping coefficient (i.e., 
    or larger), the exact solution is still 
the same as numerical wave amplitudes for 
both Delta function and Gaussian-shaped source 
function as shown in Fig. 4(b) for    . 
The only region that appears different is in the 

source region for Gaussian-shaped source 
function method.

(a)

(b)

<Fig. 4> Water surface elevation and amplitude of 
monochromatic waves with damping; dashed line 

= numerical solution of wave amplitude, 
dash-dotted line = numerical solution of water 
surface elevation, solid line = exact solution of 

wave amplitude. (a) , (b) 

We estimate the error to compare  between 
the Delta function and Gaussian function in 
more detail. The mean value of the absolute 
error   is defined as

       
         (15)

where  and   are the wave amplitude of 
the numerical solution and exact solution, 
respectively, N is the total number of grid 
points from outside source region (or source 
point) to the starting point of the sponge layer. 
The error is determined until the value of the 



exact solution is greater than m.
Fig. 5 shows the absolute error is very 

small and acceptable for both Gaussian-shaped 
source function and Delta source function. 
When the damping coefficient is smaller than 
 ,  the Delta source function method is more 
accurate than Gaussian method. However, when 
the damping coefficient increases larger, the 
absolute error for the Delta source function 
method increases faster than Gaussian case. 
This is because when damping increases, the 
wave energy is attenuated in the computation 
domain near sponge layers and also inside the 
source region. The Gaussian-shaped source 
function has a source region width which is 
chosen as 0.15 times of the wavelength, in the 
range suggested by Wei et al. (1999).

<Fig. 5> Variation of absolute error with damping 
coefficient; solid line = Gaussian source function; dotted line 

= Delta sour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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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generation of waves in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with

energy dissipation

에너지감쇠가 있는 경우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에서의 내부 조파

Van Nghi Vu, Changhoon Lee

부반니1, 이창훈2

1. INTRODUCTION

Ocean waves are really important to human, 
especially, for the activities relate to the ocean 
such as ship navigation, harbor, and seashore 
protection, etc. To determine wave effects, people 
conduct field survey, physical experiments or 
numerical experiments. The former two things take 
much time and cost while the numerical 
experiment requires short time and economical 
cost. For the tool of numerical experiment, 
Madsen and Sorensen (1992) and Nwogu (1993) 
derived the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by 
adding some terms to the governing equations. 
These equations are able to simulate wave 
propagation from shallow to deep waters. In the 
numerical experiment, the technique of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has been used with putting 
sponge layers at outside boundaries in order 
specify offshore boundary conditions. It has been 
known that the waves generated internally 
propagate with the energy velocity (Lee and Suh, 
1998; Lee et al., 2001). Until now, this techinque 
has been developed for waves without damping. 
In real sea, waves may experience energy 
dissipation when passing through porous media or 
in surf zone. 

In this study, we develop techniques of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with energy dissipation in the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of Madsen and 
Sorensen (1992).

2. DERIVATION OF SOURCE FUNCTION

In this study, we neglect nonlinear terms 
and consider horizontally one-dimensional 
domain on a constant water depth. Then, the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of Madsen and 
Sorensen (1992) for waves with energy 
dissipation can be describ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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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the water surface elevation, P the 
volume flux,     is the tuning 
parameter added to the momentum equations 
and D is the energy dissipation coefficient. 
Adding source function to the right-hand side 
of the momentum equation (2), differentiating 
in time and using (1) yield the following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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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nochromatic waves, we may have the 
following expressions f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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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ubstituting Eqs. (4) and (5) into Eq. (3) 
yields an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for   
with respect to  as









                   (6)

where

                             (7a)

   
                     (7b)

                            (7c)

We can get a non-homogeneous solution for 
Eq. (6) by following Wei et al. (1999). The 
Gaussian-shaped source function which has a 
smooth shape as

exp                     (8)

where  is the amplitude of the source term, 
 is a parameter associated with the width of 
the source function and  is the center point 
of the source region. Introducing the Green’s 
function method to Eq. (6) to get the solution 
for the volume flux as

 exp

±

       (9)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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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the velocity   with the target 
value to get the amplitude of the source term 

 and we derive the Gaussian source func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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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12)

where   is the incident water surface 
elevation,   is the energy velocity,   and 
  are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the 
complex wave number, respectively, and   is 
a function of   and  .  is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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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ersion relation in the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of Madsen and Sorensen 
with damping is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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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 of damping coefficient and angular 
frequency can be found as










 




 
 
 






 




(15)

3. NUMERICAL EXPERIMENTS

We conducted the numerical experiments to 
verify the developed theory. We apply 
FUNWAVE-type model to generate horizontally 1-D 
monochromatic waves over a constant water depth 
domain as shown Fig. 1.



<Fig. 1> Computational domain to generate horizonally 
1-D waves

Eqs. (1) and (2) can be rewritten as

                               (16)

                          (17)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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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 can express Eq. (19) in 
a discretized for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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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dictor step is the third-order explicit 
Adams-Bashforth scheme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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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predicted values of  
 are 

evaluated, we apply the fourth-order 
Adams-Moulton corrector schem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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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ows that when damping is small 
(i.e.,  is smaller than 0.3 or   is less 
than 0.2) the phase velocity which is defined 
in Eq. (14) is greater than the energy velocity 
with damping defined in Eq. (13). When 
damping becomes larger, the energy velocity 
with damping is greater than the phase velocity 
while the energy velocity without damping is 
smaller than phase velocity. In Fig. 2,  is 
energy velocity without damping.

<Fig. 2> Comparison of energy and phase velocities; 
solid line = , dashed-line = 

Figs. 3 (a, b, c) compare numerical solutions 
of water elevations against exact solutions with 
different damping coefficients. In all the cases, 
the wave amplitudes dissipate rapidly inside the 
source region. In the computation domain 
(outside source region and sponge layer), the 
numerical solutions are nearly same as the 
exact solutions especially when damping is 
small (i.e.,  < 1).



(a)

(b)

(c)

<Fig. 3> Normalized water surface elevations and 
amplitudes of monochromatic waves with damping; dashed 

line = numerical solution of wave amplitude, solid line = 
numerical solution of water surface elevation, solid line 

with circle = exact solution of wave amplitude. (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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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제 마루높이 산정에 한 제고찰

Design Problems in Determining Crest Height of Break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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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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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 제는 본래 항내 정온도 확보  항내 시설물 보

호를 해 랑은 막되 한 마루높이로 하여 월 를 

정 수 이하로 막는 기능을 가지는 표 인 월 허

용 구조물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 따라 방 제의 마

루높이는 설계수 (조 )에 설계 고의 한 비율(α)

만큼 더한 값을 용하고 있다. 

를들면 규모가 비교  큰 항만의 경우는 설계 고

의 0.6배를, 규모가 은 어항의 경우 혹은 방 제 직배

후에 계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1.25배 정도까지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언제부터 는지는 

정확한 분석은 못했으나, 최근에는 체로 α=0.8~1.5정

도를 용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기 이 우리나라와 거

의 유사한 일본(일본 항만 회, 1999)이나 타이완에 비

해 30%~150%정도 과 한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월

감형 상치형상을 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월

감에 상응하는 만큼 마루높이를 낮게 할 수 있으나 여

히 높게 설정하는 불합리하고 비경제 인 설계가 이

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방 제 마루높이 설계사

례를 분석하고, 설계기 의 참고가 되는 일본의 실제 

용된 상황을 소개한다. 이들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에

서 마루높이를 높게 설정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마루높이 산정 기준

우라나라의 방 제 설계는 해양수산부(2005)을 기

으로 마루높이를 설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

고 있다.

마루높이=설계조 +αHD                                                               (1)

여기서, HD는 설계 고(유의 고=H1/3)를 나타낸다.

α는 0.6이상의 한 높이로 하는 것을 표 으로 하

되 항내수역의 정온도, 항만시설의 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한, 방 제 배후박지에 정박하는 선박이 

소형이고  박지 면 이 좁아서 월 를 극력 억제하고 

싶은 경우는 1.25로 할 수 있다. 경사제의 경우도 직립

제에 하며, 경사제의 구조특성에 따른 처오름 높이, 

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의 내용을 부연하면, 마루높이는 방 제 직배후의 

시설유무와 방 제로부터 계류시설까지의 거리에 따

라 월 에 의한 향을 일 필요가 있으면 α값을 

0.6~1.25사이에서 히 부여하면 된다. 

설계조 는 폭풍해일, 쓰나미 등의 향을 고려할 필

요가 없는 항만에서는 삭망평균만조면으로 하되, 향

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삭망평균만조면에 과거

의 기록과 수치모의기법 등을 종합 으로 이용하여 구

한 편차를 더한 조 로 한다.

3. 외국의 마루높이 산정기준 및 설계동향

3.1 일본의 사례
일본의 항만  어항구조물 설계 기 (일본 항만

회, 1999)은 표 상에서 우라나라의 기 과 거의 동일

하다. 다만 참고사항으로서 방 제 설계의 기존 사례에

서 Fig.1의 ①구역과 같이 형선이 출입하는 항만으로 

방 제 배후의 수역이 넓고 다소의 월 를 허용하는 방

제는 α=0.6으로 하고 있으며, ③구역과 같이 방 제 

배후의 박지정박 선박이 소형이고 박지면 이 좁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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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항만규모와 방 제 마루높이 분류

<Fig. 2> 방 제의 기능정도에 따른 마루높이의 복합  

용사례

<Fig. 3> 월 지 기능을 고려한 마루높이의 복합  
용사례

향을 극력 지해야 하는 경우는 α=1.25로 하고 있

다. 물론 형선박이 출입하고 방 제 배후의 수역면

이 넓은 항만의 경우에도 설계 에 가까운 랑내습이 

빈번하고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는  α를 0.6보다 크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을 7개 권역으로 나 어 각 권역별도 각 

권역의 특성을 살려 설계기 을 약간씩 달리하는 경향

이 있으나, 방 제 마루높이 산정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항만의 경우는 α=0.6을 용하고 있다. 어항의 경

우는 방 제 직배후에 선박을 안하는 경우는 α=1.25

을 용하고 있으며, 방 제 직배후를 선박계류에 이용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느정도의 규모가 있는 경우는 

0.6을 용하고 있다. 

Fig.1의 ②구역과 같이 방 제 배후에 시설이 있는

( , 방 호안) 경우에는 방 제와는 달리 1.25까지 높

게 하고 있다. 한 동일 어항에서 방 제의 기능이 선

박계류와 그 지 않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합 으로 용하기도 한다. 

Fig.2는 소형 어항으로서 방 제 직배후 구간에 선박

을 안하고 있고, 어항의 입구부에는 안  기능이 없

으면서 다소 외측으로 돌출된 모습이다. 이곳의 마루높

이는 선박을 안하는 구역은  α=1.25로 용하고 있으

나, 선박 안을 하지 않는 입구쪽의 돌출구역은 이보다 

낮게 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 제의 월  지기능에 따라서도 다소 다르게 

용하는 경우도 있다. 를들면, Fig.3은 소 블록 피복

형의 직립제 이슨과 인 하여 사면형의 이슨을 복

합 용한 사례이다. 이곳은 월 가 수월한 형상인 사

면형 이슨 구간의 마루높이를 직립형 구간(α=0.6)보

다 큰 값을 용한 사례이다.

3.2 타이완의 사례
타이완의 설계 기 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자가 

경험했던 타이완의 공공 혹은 민간에서 발주한 로젝

트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소개한다. 타이완 력에서 

발주한 Linko화력발 소 증설을 한 방 제 등의 공

사 로젝트(2008년), Kaohsiung 항만 확장을 한 방

제 등의  로젝트(2012년), 포머사에서 철강산업을 

해 발주한 베트남 Sonduong Port(2011년)의 방 제 

사례를 보면 마루높이가 α=0.6에 해당하는 등 기본 으

로 일본의 기 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4. 우리나라의 마루높이 적용 최근사례

Table 1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턴키설계(설계  시

공 일 입찰)에 용된 방 제의 마루높이, 설계조 , 

설계 고  α값을 나타낸 것이다. 주로 남해안과 동해

안의 경우가 부분이며, 설계 고는 어항인 원 항과 

도장항과 새만  신항을 제외하면 6m이상이었다. 고

가 3m이하로 작은 어항의 경우는 α=0.97~1.53, 고가 

6m이상의 경우는 어항인 궁 항을 포함하여 모든 항만

의 경우 α=0.83~1.38정도이다. 이 에서 제주외항 2단

계 방 제 의 0.83을 제외하면 1.0이상이 2/3에 해당할 



<Table 1> 우리나라 최근 방 제 마루높이 설계 사례분석

조위(m)

DL.(m) 파고(m) 주기(초) HWL

제주외항(2001) 서방파제 케이슨식 +10.8 7.3 11.0 2.93 1.08

원전항(2002)(어항) 서방파제 블록식 +4.5 2.2 5.0 2.331 0.99

울산신항(2004) 남방파제1공구 케이슨식 +8.0 6.5 11.0 0.660 1.13

궁촌항(2006)(어항) 동방파제 경사제 +7.0 6.0 15.0 0.632 1.06

제주외항(2006) 동방파제(2단계) 케이슨식 +9.0 7.3 13.01 2.950 0.83

도장항(2006)(어항) 북방파제 케이슨식 +8.0 2.5 9.18 4.181 1.53

울산신항(2008) 북방파제1공구 케이슨식 +9.1 8.7 12.8 0.660 0.97

서방파제 케이슨식 +19.0 11.5 15.2 3.160 1.38

남방파제 케이슨식 +19.0 11.5 15.5 3.160 1.38

포항영일만(2009) 2-1방파제 케이슨식 +9.1 8.7 12.8 0.660 0.97

울산신항(2009) 북방파제2공구 케이슨식 +9.5 8.6 12.9 0.660 1.03

포항영일만항(2011) 남방파제1-2 케이슨식 +9.0 7.0 12.55 0.400 1.23

새만금 신항(2011) 방파제(1공구) 케이슨(기초안) +11.5 4.3 12.61 7.41 0.95

설계조건
H1/3대비

(배)
파랑

제주해군기지

1공구(2008)

항명 시설명 구조형식 마루높이

정도로 일본이나 타이완에 비해 매우 크게 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마루높이를 크게 용한 원인에는 Table 1

의 사례가 턴키발주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동반된 설계

라는 이 어느정도 반 된 탓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서 설계경쟁을 벌이지 않는 일반 

정부 발주 로젝트의 경우에 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는 조사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항만이 경우 

략 α=0.8~1.0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해서는 

추후 추가 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나 타이완에 비해서 높게 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우리나라 설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마루높이 과대산정 원인분석
우리나라의 방 제 마루높이는 앞서 보여  바와같

이 일본이나 타이완에 비해  30%~150%정도 높게 산정

하고 있다. 언제부터 이와같이 높게 산정해왔는지에 

해서는 정확히 분석하지는 못했다. 지 까지 우리나라

의 설계기 은 부분 일본의 기 을 용해 왔기 때문

에 방 제 마루높이도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

일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가 마루높이

를 높게 산정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원인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시 마루높이 산정과정을 

살표보면, 마루높이 산정시 목표 달 고를 설정하고, 

한 방 제에 한 달률 산정시 ①월 에 의한 달

률 (Seeling, 1980)과 ②투과에 의한 달률(ACES 

Program)을 고려한 고 달률을 산정하고, 이 값이 

목표 달 고 이내가 되도록 마루높이를 산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i)목표 달 고를 하역한계

고 0.5m로 설정하고 있고, ii)이때 달률 계산시 용

하는 고를 설계 고 HD를 용하기 때문에 마루높이

가 과 평가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용상

의 모순에 의해 마루높이가 과 하게 산정된다. 

i)만약 하역한계 고를 목표로 달률 계산시 설계

고를 용하게 되면 과 해지게 된다. 이 경우는 항

만가동율의 목표치(97.5%)에 해당하는 발생 랑의 

고를 용하는 것이 논리 으로 타당하게 된다. 체로 

가동율의 목표치에 해당하는 랑은 평상  수 으로 

설계 고에 비해 수십% 작아진다. 이를 기 으로 마루

높이를 산정하면 월 량은 “0”의 수 이 되며, 투과

도 항내정온도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아

져 마루높이를 지 까지보다는 상당히 낮출 수 있다.

ii)이 게 계산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앞서 

언 했듯이 항내의 랑은 항로를 통한 유입 랑이 

부분이기 때문에 달 고를 무시해도 가동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한 방 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해서만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면 체를 상으

로 단하고자 하는 계산 오류를 범하고 있다.

5.2 개선방법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설계에서 마루높이

를 높게 산정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항내정온도에 미치는 영향인자의 이해
비교  규모가 큰 항만의 경우 항내정온도는 방 제

의 단면에 의한 것보다는 평면배치  항로 유입 랑에 

의해 부분 좌우된다. 방 제의 마루높이를 높게 해도 

월 감에 의한 항내정온도의 개선효과는 거의 없고 

앞서 언 한 α=0.6을 용하는 것이 일반 이라는 인식

이 필요하다. 

항만  어항 설계기 (해양수산부, 2005; 일본 항
만협회, 1999)에 의하면 마루높이를 α=0.6으로 할 

경우 방 제의 달률은 0.2수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 제의 마루높이는 하역한계 고 0.5m를 목표치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달률은 설계 고가 6m의 

경우 0.08정도이며, 8m의 경우는 0.06정도로 달률이 

매우 낮은 수 임을 인식해야 한다. 

(2) 마루높이에 따른 허용월파량
우리나라의 방 제 설계는 월 량을 과도하게 이

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 인 방 제의 경우 허

용월 량은 설계자나 리자(발주처)가 느끼는 월 량

보다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 

Fig. 4는 직립식 방 제(표 형)의 경우에 해 Goda

의 월 량 도표(해양수산부, 2005)를 이용하여 마루높

이 변화에 따른 월 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Table 1의 울산신항북방 제 1공구와 새만  신항 방

제의 설계 에 한 결과이다. 

<Fig. 4> 마루높이 변화에 따른 월 량

를들면 표 형 구조의 마루높이 α=0.6( 달률 0.2)

의 월 량은, 설계 고 8.7m의 경우 략 0.7m3/s/m정

도이다. 울산신항 북방 제 1공구(삼성물산(주), 2008)

는 최 로 소 형의 월 감형의 상치를 용하 으

며, 마루높이 α=0.98, 허용월 량은 0.2m3/s/m정도로

서 α=0.6의 경우에 비해서도 30%수 이다.

마루높이를 α=1.03로 하고 보다 더 극 인 월

감형 상치를 도입했던 울산신항북방 제 2공구(삼성물

산(주), 2009)의 경우 허용월 량이 약 0.04m3/s/m정

도 다. 이 값은 월 를 극 감하는 호안의 경우의 

기타 구역 0.06m3/s/m보다 작은 값에 해당할 정도로 

허용월 량을 극 지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울산신항북방 제 1, 2공구는 모두 일부 구간에 선박

안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마루

높이를 높게 설정하 다. 그러나 항만의 경우 방 제 

배후를 선박 안 기능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 인 기능이다. 설계  수 의 랑내습(태풍)시

는 방 제 배후에 선박을 안하지 않고 피항하거나 항

내 박지구역에 계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경우는 

방 제의 마루높이를 선박의 계류 한계 고 수 의 

랑 내습시 월 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인 α

=1.25보다 작게 용해도 충분할 것이다.

6. 맺음말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최근 10여  사이의 방

제 마루높이는 설계 고 비 α=0.8~1.5배 정도를 

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나 타이완의 α=0.6에 

비해 30%~150%정도 과 한 경향이 있다. 한 월

감형 상치형상을 도입하면서도 α값이 더 커지

는 경향이 있고, 2005년 상향조정된 심해설계 를 

용하기 때문에 방 제의 마루높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과 용은 i)항내정온도에 향을 미치는 

달 에 한 부 한 인식에 따른 허용 달률의 

설정치와 용 고의 오류, ii)방 제는 월 허용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월 량을 지나치게 억

제하고자 하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자도 몇 건의 방 제 설계에 참여했으나 방 제 마

루높이를 그동안의 행에 따라 산정해왔음을 인식하

다. 끝으로 향후 방 제를 설계하는 우리 기술자들은 

방 제의 본래의 기능에 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공사 감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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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면 이하 유공부 길이에 따른 유공벽의 반사특성 분석

Analysis on wave reflection by slit length of perforated wall under still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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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취항 선박의 형화, 제체 설치 수심의 수심

화 등으로 경사제의 설계보다는 직립제의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형항만 구조물, 방 제와 같은 외

곽시설  형 컨테이  선박 등이 주로 안하는 안

벽 등은 이슨을 용한 설계⋅시공이 주를 이루고 있

다. 특히 이슨 벽체에 유공부가 설치된 유공 이슨

(perforated-wall caisson)의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 있어 유공 이슨에 한 설계  시공은 형 

항만에 한 설계시공일 입찰방식(turn key)의 도입

으로  많은 발 이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유공 이슨을 설계함에 있어 한 유공율  유수

실 폭 등 일부 제원의 결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0)에서 수행한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참고하고 있

다. 그 지만 이는 단지 유공율  유수실 폭의 변화에 

따른 최  반사계수의 제시로써 최  유공율과 상 유

수실 폭을 제시하고 있다. 유공부 제원, 특히 유공부의 

길이에 한 검토는 없었다.

일반 으로 유공 이슨에 한 단면 계획시 우리나

라 설계기 서인 항만  어항설계기 (해양수산부, 

2005)에서는 일반 인 내용만 수록되어 있을 뿐 실제

인 소 부 제원(개구율, 유수실 폭, Slit 상․하단고 등) 

결정에 필요한 설계기 은 없어 일본의 설계사례를 참

조하거나 기존의 설계 사례를 참조하여 단면결정시 

용하고 있다. 단지, 유공 1실의 경우 입사 고의 2배에 

해당하는 유공부 길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유공 2실에 

한 기 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 구에서는 단면수리실험을 통하여 유공부의 제

원 결정, 특히 정수면 이하의 유공부 길이를 검토하고

자 한다. 

2. 실험개요

본 연구의 목 인 유공부 제원, 즉 유공부 길이에 따

른 반사특성 분석을 하여 단면수리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단면수로에서 수행

하 다.

단면 수리실험은 폭 1.0m, 높이 2.0m, 길이 56m의 수

로에서 수행되었으며, 단면수로에는 기서보 피스톤

식 조 기가 설치되어 있고, 규칙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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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에 설치하

여 제반 자료를 취득하고, 폭 0.4m의 수로에서는 입사

의 설정  보정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를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불규칙 는 Bretschneider -Mitsuyasu 스펙트

럼을 이용하 다. 실험 의 고  주기는 

zero-upcrossing 방법으로 분석하여 산정하 다. 실험

의 설정은 구조물이 설치되기 에 실시하 다. 즉 

통과  개념으로 실험 를 설정하 다. 

본 실험에 용된 실험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본 실험에 용된 단면 모형은 Fig 1과 Fig 2와 같다. 실

험  조건은 입사 의 유의주기 기 으로 
=1.0~3.0sec까지 0.2sec 간격으로 설정하 으며, 유의

고는 =0.050cm~0.150cm까지 0.025cm 간격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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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유수실 폭에 따른 향 검토를 하여 상

으로 다양한 입사  주기 조건을 용하 다. 모형 

제작에 있어 정수면 이상의 제체에 하여 월 가 발생

하지 않으며, 처오름이 발생하더라도 유공부에 의한 효

과를 고려하기 하여 정수면 이상으로 0.4m 구간을 유

공부로 제작하 으며, 정수면 이하 유공부의 길이()

는 하여 0.05m 간격으로 =0.00m~0.30m까지 유공

부를 제작하 다(CASE1 ~CASE7). 유공부의 유공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에서 제시한 연구성과와 기

존 일반 항만 구조물 설계시 용한 유공부의 유공율을 

고려하여 1가지로 설정하 다. 일반 으로 구조물 설

계시 30%~35%의 조건을 용하여 유공 이슨의 유공

율을 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공부

의 체  유공율에 한 검토는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

며, 기존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33 %의 유공율을 용

하 다. 그리고 유공벽의 두께는 1.5cm로 제작하 다.

Fig 2에 있어 유공 1실의 경우 유수실의 변화에 따른 

반사특성을 검토하기 하여 유수실의 폭()을 
=0.4m(Type 1), 0.6m(Type 2)  0.8m(Type 3)로 변화

시켰다. 유공 2실의 경우는 다양한 실험조건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본 으로 외측 유공벽의 유수실 

길이보다는 같거나 작도록 설정하여 유공벽의  조합을 

설정하 으며, 유수실 폭의 경우 =0.4m와 0.8m 2개

의 조건에 한 조합으로 설정하 다. 자세한 실험조건

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1)을 참조한다.

본 연구의 주요 계측 항목인 반사계수는 Goda와 

Suzuki(1976)이 제안한 2 법을 용하여 계측하 다.

wave period (sec) Wave height(cm) wave length(L, m) relative water
depth(kh)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0.050
0.075
0.100
0.125
0.150

1.51
2.04
2.57
3.07
3.57
4.05
4.53
5.00
5.47
5.93
6.39

2.081
1.540
1.222
1.023
0.880
0.776
0.694
0.628
0.574
0.530
0.492

<Table 1> Test condtion

0.4m 0.2m 0.2m

0.5m

0.05m X 6

0.4m

0.95m

0.2m

0.3m

0.15m

0.5m

1.00mTYPE1 TYPE2 TYPE3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Fig. 1> Cross section view of perforated wall 
for one chamber model, Type 1 ∼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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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sketch of perforated wall



3. 실험결과

Fig 3은 유공1실과 유공 2실에 한 실험장면이다.

(a) experiments for 1-chamber perforated wall

(b) experiments for 2-chamber perforated wall

<Fig. 3> Photos for experiments

Fig. 4와 Fig. 5는 유공 1실에 한 실험결과  일부

를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체 실험조건  유수실 폭이 가장 넓은 조

건인 Type 3에서 각각의 유수실 길이에 따른 반사계수

를 상 유수실 폭()에 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수실의 길이에 따라 반사계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 으로 유공부 길이

가 가장 짧은 조건인 =0.33과 0.05 조건에서 반사

율이 가장 크게 계측되었으며, 이후 이 증가할수

록 반사계수는 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반 으로 가 2.0 이상의 조건에서는 거의 

유사한 반사계수가 계측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는 유공 1실에 한 체 실험 조건  
=1.0, 1.5, 2.0  3.0에 한 결과만을 정리한 것이다. 우

선 상 유수실 폭에 따른 반사계수를 분석하면, 일반

으로 규칙 의 경우 =0.25에서 최  반사율이 계

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지만 불규칙 의 경우 

≈0.13 부근에서 가장 반사계수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 Fig 4의 결과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 따른 반사계수를 분석하면, =2.0과 

=3.0은 거의 유사한 반사계수가 계측된 것을 알 

수 있다.

유공 2실에 한 반사계수 분석은 한국건설기술연구

원(2011)을 참조한다.

4. 결론

유공 1실에 한 상 유공부() 길이에 따른 반

사계수를 분석하면, 유수실 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으나 =0.33부터 가 증가할수록 반사계수

는 감소하다 =1.5∼2.5 범 에서 최소 반사율이 

계측되며 이후 가 증가할수록 반사계수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공 1실의 경우 

유공부 길이가 입사 고의 1.5배∼2.5배 범 일 때 반

사계수가 가장 작게 계측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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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for 1-chamber perforated wall(Type 3)

<Fig. 5> Results for 1-chamber perforated wall for all condition



하이 리드 부유구조체 운동 감 효과

Reduced Motion Effect of Hybrid Floa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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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들어 세계각국에서 부유식 LNG 터미 , 석유생

산  장시설, 항만용 터미 등과 같은 부유구조체의 

시공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유구조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구조체의 

구조형식은 크게 나 어 폰툰형(Pontoon)과 반잠수식

(Semi-submergib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폰툰형

은 부력 확보에 용이하고, 내부공간을 장용도로 활용

이 가능하며, 간단한 구조형식  경제성 등의 장 에 

따라 세계 으로 많이 용되어 왔다(Allen et al., 2006; 

Haveman et al., 2006; Jeong et al., 2010). 그러나 폰툰

형은 측면이 폐쇄되어 랑의 충격 에 지를 흡수할 수 

없어, 랑에 의한 운동(요동)과 단면력이 크게 발생하

는 문제 이 있다(Jeong et al., 2010; Zijian, 2007). 

이와 같은 폰툰형 부유구조체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폰툰형 부유구조체에 반잠수식의 

장 인 Air Gap을 도입한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를 

제안하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

각 폰툰형 부유구조체와 하이 리드 부유구조체를 결

합한 하이 리드 부유구조체의 운동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

부유구조체의 설계를 해서는 랑하 하에서 부

유구조체의 운동특성과 구조거동에 한 정확한 평가

가 요구된다. 일반 으로 부유구조체의 사용성( 는 안

정성) 평가를 한 랑운동 특성은 상용화 되어 사용

인 AQWA, WAMIT 등과 같은 hydrodynamic 해석

을 통하여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Hydrodynamic 해

석 로그램인 AQWA를 사용하여 동일한 규모의 폰툰

형 부유구조체와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Hydro- 

dynamic해석을 수행하 으며, 천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랑하 을 상으로 각각의 부유구조

체의 랑운동에 하여 비교분석하 다. 

2. Hydrodynamic Analysis

2.1 해석프로그램 AQWA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로그램인 AQWA는 AN- 

SYS Inc.의 범용 로그램으로 랑, 바람, 조류 등과 같

은 해양환경 외력에 한 선박  부유체와 같은 해양

구조물의 동 거동해석을 수행하는 로그램이다.

AQWA는 LINE, LIBRUM, FER, NAUT, DRIFT와 

같은 여러 종류의 해석이 가능하다. 먼  LINE 해석은 

3차원 회 (Diffraction)과 방사(Radiation) 해석 로그

램이며, 력(Wave Force)  구조응답(Structure Res- 

ponse)를 계산한다. LIBRUM 해석은 고유모드와 동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며,  FER, NAUT, DRIFT 해석은 

구조물의 운동과 계류라인의 텐션(Mooring tension) 

해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AQWA LINE 해석을 통하여 재하된 

랑하 에 한 폰퉁형 부유구조체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각방향에 한 RAO(Response Amp- 

litude Operator)를 도출하 으며, 해석 결과를 비교분

석하여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운동 감 효과를 

해석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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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toon Hybrid

Length(m) 30 30

Width(m) 30 30

Height(m) 14 14

Thickness

Top·Bottom 

Slab (m)
0.65 0.5

Outer Wall (m) 0.65 0.5

Inner Wall (m) 0.3 없음

Draft (m) 7.34 10.2

<Table 1> Dimension and Properties of Unit Module 

2.2 해석모델

x

z

dw

Wave load Hs

(a) Side view
y

xBs

Ls

ß

Wave load

(b) Plan view
<Fig 1> Outline of Floating Structure

본 연구의 해석 상구조물은 콘크리트 부유식 안벽

으로 콘크리트 부유구조체의 상세 제원은 실제 설계에

서 도출된 단면을 바탕으로 하 다(한국건설기술연구

원, 2010). 상 부유구조체의 기본제원은 Fig. 1과 

Table 1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Fig. 1의 부유구조체 규

모는 길이(Ls) 120m, 폭(Bs) 90m  높이(Hs) 14m 이

다. Hydro dynamic 해석을 한 해양환경조건은 수심

이 35m인 천해역에 한 해석을 수행하 으며, 환경외

력 에서 부유구조체의 운동특성에 가장 많이 향을 

미치는 랑하 에 한 향만을 검토하 다. 

(a) Pontoon

  

     

(b) Hybrid 

                                                               

<Fig 2> Unit Module Shape

Hydrodynamic 해석에 용된 랑하  특성은 천

해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랑주기(Pw)가 4 ~10

의 10가지 랑을 용하 다. 한, Fig. 1과 같이 

랑하 의 입사각(β)을 0°, 45°, 90° 의 세 방향에 하여 

고려하 으며, 입사각에 따른 각각의 부유구조체 랑

운동 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랑하 하에

서 하이 리드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감효과를 평

가하기 하여 계류시스템은 용하지 않았다.

일반 으로 형 부유구조체는 규모의 형화로 인

해 하나의 도크에서 시공이 불가능하며, 단 모듈 형태

로 시공하여 해상결합하는 식의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30m의 단 모듈을 결합한 형태로, 12개의 단 모듈이 

결합하여 120m×90m×14m 형 부유구조체를 형성한

다. 각각의 단 모듈 형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폰툰형 부유구조체는 Fig. 2의 (a)와 같이 내부에 0.3 

m 두께의 격벽을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단  모듈 형상은 Fig. 2의 (b)와 

같으며, 30m×30m×0.5m의 상·하슬래  사이에 직경이 

20m의 원형 실린더 모양 형 외벽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각각의 단  모듈의 흘수는 표 1에 나타낸 것

과 같이 폰툰형이 7.34m, 하이 리드형이 10.2m 이다. 

두가지 단  모듈의 흘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폰

툰형의 경우에는 부력확보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단  모듈이 결합된 형 콘크리트 부유구조

체의 랑운동해석을 하여, 우선 으로 수심 35m인 

천해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주기 4 ~10 의 랑하

에 한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AQWA LINE 

해석)을 수행하여 회 (diffracrion)과 방사(radiation) 

등 부유구조체 주변 해역에서의 동 특성을 분석하

다. 한, 각방향에 한 RAO를 도출하여 재하되는 

랑하 에 한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운동 감 

효과를 검토하 다. 

3.수치해석

각각의 부유구조체의 랑운동을 검토하기 해, 

ANSYS AQWA 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hydro- 



dynamic diffraction 해석을 수행하 다.  이 해석은 앞

에서 설명한 AQWA LINE 해석과 동일한 해석이다. 

수심이 35m 천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주기 4 ~10

의 10가지 랑하 에 한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을 수행하 다. 한, 입사각을 0°, 45°, 90° 3가지

에 한 해석을 통하여 각각의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을 검토하 다. Fig. 3, Fig. 4  Fig. 5는 각각의 입사각

에 한 부유구조체의 랑운동을 비교하 다. 

<Fig 3>  Motion by Incidence angle 0° Wave

Fig. 3는 입사각이 0°일 때 발생하는 랑운동을 나타

내며, 부유구조체의 6자유도 운동  surge, heave  

pitch에 하여 고려하 다.  Fig.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urge에서는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가 약 6.8

 이상에서 운동변 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heave  pitch에서는 약 6  이상의 장주기

에서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운동이 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약 6  미만의 단주기 에서는 

운동 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Fig 4> Motion by Incidence angle 45° Wave
 

입사각 45° 일 때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한, Fig. 4는 heave, roll  pitch에 

한 랑운동을 나타낸다. 입사각이 45° 랑하 에서 

heave, roll  pitch 운동에 하여 하이 리드형 부유

구조체의 운동 감효과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랑주기가 약 6  이상에서 폰툰형 부유구조

체에 비해 운동변   회 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입사각이 45° 일 경우에도 약 6  미만의 단주

기 에서는  각각의 부유구조체의 랑운동이 미소하

며, 운동 감 효과도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입사각이 90°인 랑하  하에서 각각의 부

유구조체 sway, heave  roll 에 한 랑운동 해석 

결과이다. sway의 경우에는 반 으로 폰툰형 부유구

조체가 유리한 거동을 나타내며, 약 7  이상의 장주기

에서는 더욱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heave  roll 랑운동에서는 하이 리드형 부유구

조체의 운동이 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0°, 45°



와 마찬가지로 장주기 에서 운동 감 효과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랑 입사각이 90° 일 때의 roll에서 

최  회 변 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Motion by Incidence angle 90° Wave

<Fig 6>  Motion for All Incidence angle(period-10s)

Fig. 6은 부유구조체에서 가장 많은 운동을 유발 시

킨 주기가 10 인 장주기 에 한 입사각에 따른 해석

결과이다. Fig. 6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방향

하여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heave 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의 

운동 감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유구조체의 운동 감 효과를 하

여 하이 리형 부유구조체를 제안 하 으며, ANSYS 

AQWA 해석 로그램을 통하여 운동 감 효과를 검증

하 다. 

1. 일반 폰툰형 부유구조체의 단 을 보완하기 해 

Air Gap을 도입한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를 제

안하 다. 

2. 폰툰형 부유구조체에 비해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

체의 운동변   회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하이 리드 부유구조체의 Air Gap을 통

하여 해수가 통과됨으로 운동 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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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해상기상탑 조감도

랑하 에 의한 해상풍력 기상탑의  피로해석

Fatigue analysis of the meteorogical mast of offshore wind turbine due to 

wa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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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지구환경을 하여 CO₂감축을 한 교

토 약이 체결되고 CO₂감축을 한 비용․고효율 

기술로 2008년 기 으로 풍력발 이 성장하고 있으

며, 국내에서는 해상풍력발  로드맵(2010.11.5)이 발

표되어 지식경제부를 심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추진 이고 제주도 월정리 해상에 2MW  국내 1호 

해상풍력발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 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본 해상기상탑은 제주 정 해상풍력발 (200MW

) 건설사업에 필요한 기본  실시설계를 한 풍황

자원  해양자료 측정을 해 설치하여 풍황  해양 

자료 계측과 분석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있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하여 활용되는데 목 이 있다.

 해상기상탑 설치 황으로 국외에서는 독일에서 

FINO1(2003), FINO2(2007) 그리고 FINO3(2009)을 설

치되었고, 국내에서는 해모수(HeMOSU) 1호가 “국내 

해역의 형 해상풍력발  랜트 타당성조사연구

(08.10~11.02)”과제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해상풍력 

실증단지 정부지에 설치되었다.

 본 구조물은 랑에 의해 반복하 을 받는 Slender

한 해양구조물로써 피로 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

로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상기상

탑의 피로해석을 한 랑하 의 산정과 이 랑하

으로 인한  해상기상탑의 피로해석을 SACS 로그램

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2. 피로해석 설계 흐름도

해상 기상탑이란 해상의 다양한 높이에서의 풍향, 풍

속, 기온도 그리고 압력 등의 기상 Data와 해양의 

랑 황, 조류방향 그리고  속도 등의 다양한 해양기

자료를 측정  수집하여 기신호로 환된 Data를 무

선 송신하는 Tower 구조물이며 피로해석에 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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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Model 작성

해상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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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계수 작성용 규칙파

부재 응력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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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피로해석 설계 흐름도

<Table 1>  이론 선정

조   건 d(m) Hs(m) Ts(sec)

상   시 27.04 3.20 9.90

극   한 27.04 8.30 14.30

조   건 








이론

상   시 0.0245 0.0033 Stokes 5th

극   한 0.0117 0.0041 Stream 
Function

<Table 2>  고, 주기별 출  빈도(1시간 Short Term 통계치(1979년∼2003년))
주기T(s)

고H(m)
∼4 4∼6 6∼8 8∼10 10∼12 12∼14 14∼16 16∼ Total %

∼1.0 16,953 35,294 31,776 4,661 477 57 5 8 89,231 40.72%

1∼2 267 18,036 44,883 18,231 2,750 803 141 64 85,175 38.87%

2∼3 - 61 11,238 13,815 3,930 876 335 52 30,307 13.83%

3∼4 - - 118 6,092 2,672 1,074 148 73 10,177 4.64%

4∼5 - - 2 396 2,060 453 94 38 3,043 1.39%

5∼ - - - 21 593 465 101 31 1,211 0.55%

Total 17,220 53,391 88,017 43,216 12,482 3,728 824 266 219,144 100%

<Table 3>  고의 방향별 분포율

방  향 N NE E SE S SW W NW 계

분포율(%) 10.13 3.90 5.18 18.52 18.13 8.30 4.45 31.39 100

흐름도는  Fig. 2와  같다.

3. 파랑하중

3.1 설계조건
모슬포항의 조 측자료(2004.1.1∼2004.12.31)로

부터 기상조를 제거하고 천문조에 의한 약최고고조  

(App. H.H.W)는 294.0cm이며 기상조를 구하기 해서

는 다음과 같이 조 를 산정하 다. 우선 우리나라 주

변해역의 평균기압은 1,015hPa (헥토 스칼)로 산정되

었고, 모슬포 주변해역의 50년 빈도의 최 기압은 

969.1hPa로 기압편차는 45.9hPa이며 이에 따른 기상조

는 0.45m로 산정되어지나, 보수 으로 0.50m로 용하

다.

설계 고는 재 기간 1년인 평시운  조건인 경우와 

재 기간 50년인 극한조건인 경우에 하여 2005년 12

월에 발표된 『 해역 심해설계  추정 보고서Ⅱ』를 

기 로 하여  산정되었다.  설계 고는 유의 고에 1.86

배를 한 최 고로 산정하 으며 주기는 거의 유사하

다 단하고 유의  주기를 그 로 용하 다.

본 기상탑 기 구조물은 IEC 61400-3에서 추천한  

“Regular wave theory selection diagram”을 이용하여  

Table 1과 같이 이론을 선정하 다.

3.2 피로해석에 적용되는 파랑하중
해양구조물은 지속 으로 반복되는 력을 받으므로 

각 부재에는 항상 응력의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부재

는 상되는 최 하 에 따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상 

가동기간  반복 으로 가해지는 응력에 따른 피로 괴

로부터 안 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Table 3은 한국 해양연구원에서 제공받은 통계 랑자료

로 25년 6일 동안의 랑발생빈도(Table 2)를 용하여 시계

방향으로  8방향에 하여 검토된 것이고, 피로해석을 수행

하기 한 랑의 1년 발생빈도는 Table 4와 같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방향(8방향)별 입사 랑의 1년 발생빈도를 재산정

하여 랑하 을 산정한다.



<Table 4>  피로해석을 한 1년 발생빈도

T(s)

H(m)
4 5 7 9 11 13 15 Total %

1 361,677 752,965 677,911 99,439 10,177 1,217 278 1,903,644 40.72%

1.5 5,697 384,782 957,537 388,942 58,669 17,132 4,374 1,817,133 38.87%

3 - 1,302 242,270 424,698 140,848 41,602 12,972 863,692 18.47%

4.5 - - 43 8,897 56,600 19,585 5,633 90,758 1.94%

Total 367,374 1,139,049 1,877,761 921,976 266,264 79,536 23,257 4,675,2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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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피로수명을 해석하는데 사용된 S-N 
Curve(API X' Curve)

<Fig. 3> Modeling(SACS)

4. 피로해석

4.1 개 요
피로 괴는 부재의 항복강도 보다 낮은 하 이 반복

하여 작용할 때 부재가 괴되는 상을 말하며 피로균

열은 용 결함, 구조물의 기하학 인 형상에 의해서 발

생하는 응력집  그리고 구조물의 응력진폭과 반복회

수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피로해석에 한 검토 상은 

랑에 의한 력이 작용하는 하부기  구조물의 강  

이다. 그리고 응력범 와 반복하 의 허용 가능 횟

수에 한 분석은 S-N곡선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피로

설계수명은 구조물 내구년한 20년에 안 율 2.0을 고려

하여 40년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 다. 본 검토

상 기 구조물은 3Leg-Jacket 형식이고 SACS 로그램

을 이용하여 해석하 으며 해석 모델링은 Fig. 3과 같

다.

4.2 설계조건
  부재의 피로설계 연한은 불확실한 랑자료 

 Hot Spot Stress값 때문에 구조물 내구년수에 안

계수 2를 곱한 40년, 랑하 은 자료에 따라 8방향에 

해서 용하 다. 피로수명은 랑에 의한 응력 범

(Stress Range)는 해 면(Mudline)에서 최 , 최소 수

평 단력을 발생시키는 상각(Phase Angle)을 기

로 하여 산정하 다.

랑하 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구조부재에 부착된 

해양 수서 생물(Marine Growth)의 향을 고려하기 

해 해 면으로부터 수면에 걸쳐서 강 부재의 바같지

름에 50㎜를 증가시키고 부착생물의 도는 1,400kg/

㎥로 하 다. 항력  성력 계수는 Morison's 

equation(모리슨식)을 이용하여 랑하 을 산정하는

데 용되며 성력 계수는 2.0, 항력계수는 부드러운 

표면일 경우 0.5,  거친 표면일 경우 0.8을 용하 다. 

피로수명은 선형 손상이라는 가정 하에 S-N 

Curve(Fig. 4)에 기 를 두고 산정되어진다

(Palmgren-Miner rule).

 피로손상비 : Di i Ni
ni
≤    (a)

안 검토 : i SFi Ni
ni
≤            (b)

여기서, ni : Hot Spot 응력진폭에 의한 사이클 수, 

SFi  : 안 계수(2.0), Ni  : Hot Spot 응력진폭이 S-N곡

선에 의하여 허용된 사이클 수

 이음부의 응력집 계수를 해 일반 으로 사용

되는 경험식  본 구조물에는  Kuang의 방법을 용

하 다.



<Table 5>  피로해석을 한 기본하

하  Case 이론 고(m) 주기(sec) 향(Deg.) 단력

1 Stoke 1.0 4.0 0 max.

2 Stoke 1.0 4.0 0 min.

3 Stoke 1.0 5.0 0 max.

4 Stoke 1.0 5.0 0 min.

5 Stoke 1.0 7.0 0 max.

6 Stoke 1.0 7.0 0 min.

⋮ ⋮ ⋮ ⋮ ⋮ ⋮

<Table 6>  피로해석을 한 하 조합

하 조합 하  Case 고(m) 주기(sec) 향(Deg.) 출 빈도수

1 1 2 1.0 4.0 0 77,570

2 3 4 1.0 5.0 0 85,826

3 5 6 1.0 7.0 0 67,991

4 7 8 1.0 9.0 0 5,526

5 9 10 1.0 11.0 0 43

6 11 12 1.5 4.0 0 1,601

⋮ ⋮ ⋮ ⋮ ⋮ ⋮ ⋮

<Table 7>  부재 검토 요약

구  분
피로손상비(Di)

수명산정

(L=1/Di)
정

Pile 0.0029 345(년) O.K

Joint Can 0.0051 196(년) O.K

Leg 0.0042 238(년) O.K

Brace 0.0032 313(년) O.K

4.3 피로해석을 위한 기본하중 및 하중조합
피로해석을 수행하기 한 랑의 1년 발생빈도

(Table 4)와  8방향에 한 향(Table 2)을 이용한 

고, 주기 그리고 향별 기본하 과 하 조합은 Table 5

와 Table 6과 같으며 하  Case가 많으므로 일부만 표

하 다.

4.4 해석결과
피로해석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피로수명은 최소 

196년으로 설계피로수명 40년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랑하 에 의한 해상풍력 기상탑의 

피로해석에 한 내용을 다루었다. 통계 랑자료로부

터 랑발생빈도를 용하여 8방향으로 검토한 후 피

로해석을 한 랑하 을 산정하 으며, 피로해석을 

한 결과  피로수명은 최소 196년으로 설계피로수명 40

년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해상기상탑의 처짐 

 변형률 등의 계측으로 실제거동을 확인하여 해석상

의 거동과의 차이를 비교 검토함으로 해상 기상탑  

구조물을 추후 설치할 경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실제 인 거동에 가까운 구조물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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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진 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

Computer simulation of moored ship motion considering harbor resonance

곽문수1, 문용호2, 편종근3

 Moonsu Kwak1, Yongho Moon2 and Chongkun Pyun3

1. 서 론

하역 단의 주된 원인은 장주기 와 10 후의 단

주기 , 바람, 계류 시스템 등에 의한 복합 인 선체운

동으로 기인한다. 특히 계류선박의 고유주 수가 항만

의 공진주 수와 일치하면 선박의 동요 상은 증가하

여 하역작업이 단되고 선박  계류시스템의 피해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동남부에 치한 항만들은 장주

기 랑의 내습으로 인하여 항만공진 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표 인 로 포항신항, 일만, 동

해항, 감천항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항만의 하역가

동률을 높이기 해서는 단주기 랑의 효과 인 차단

과 아울러 항만의 공진 상  그에 따른 선박동요 

상의 제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진 상이 계류

선박의 동요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공진 상

에 의한 계류선박의 동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 수치모형

을 제안하고, 포항신항에 하여 그 용성을 검토한 것

이다. 

2. 항만 공진해석

2.1 수치모형
본 연구에서는 CGWAVE모형을 이용하여 포항신

항의 공진 상을 해석하 다. 본 모형은 랑의 천

수, 굴 , 회 , 쇄 , 반사  바닥마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차원 타원형 완경사 랑 방정식은 연안역

에서 표면 력 (surface gravity wave)를 모델링하

는데 잘 알려진 해법으로 식(1)과 같이 정의된다 

(Demirbilek, 1998).

∇∙∇



                       (1) 

여기서,

  : 복소 해수  함수,  : 수

 : 주 수,   : 군속도, : 상속도

2.2 공진해석 
Fig. 1은 항내의 참조  W03와 W10의 치를 나타

낸 것이고, Fig.2 ~Fig.5는 랑 측에서 얻어진 스펙트

럼 해석 결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2010)와 본 연구에

서 계산한 진폭계수의 응답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수치

계산결과는 측치의 공80분, 33분, 23분, 8분의 첨두값

을 정확히 재 하고 있다. 한 선박의 동요에 큰 향

을 미치는 30 ～1분사이의 외 력 의 공진주기는 

0.7분, 0.9분, 1분의 주기로 나타났다. 

<Fig, 1> 포항신항 내 참조  W03, W10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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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03지 의 측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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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03지 의 진폭 응답곡선 계산 결과

3. 계류선박 동요 해석 모형

3.1 수치모형
유체 에서 계류된 선체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선체

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 동력학  힘과 유체 정

력학  힘, 입사 에 의해 선체에 작용하는  강제력, 

계류장치에 의해 작용하는 계류력등이 있다. 여기서 

 강제력이란 동유체력들  하나이고 선박을 향해 

다가오는 들에 의해 배가 받는 힘을 이야기 한다. 이

러한 힘들을 이론 으로 정확하게 구하기는 불가능하

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가정을 함으로써 물리  모델

을 계산이 가능한 수학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 본 연

구에 사용된 모형에서는 속도포텐샬을 도입한 후 선

체의 운동이 미소하다고 가정하여 선체의 운동을 변

수로 하여 유체의 동력학  힘과  강제력을 선형화

하여 구하 다. 선체의 선형운동 방정식은 식(6)과 같

다 (곽문수 등, 2006).

          (2)

여기서, 

  : 선체의 질량,   : 선체부가질량

  : 감쇠계수,    : 복원력

 :  진동수,   : -1

  : 선체운동의 진폭,  :  강제력

< Fig. 4> W10지 의 측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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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W10지 의 진폭 응답곡선 계산 결과 

3.2 공진주기 성분을 포함한 동요량 산정 방법
공진주기 성분을 고려한 선박동요량 산정 방법은  주

수 역 해석시에 주기를 30  이하의 단주기 성분과 

공진을 유발하는 30  이상의 공진주기성분을 택한 다

음, 단주기와 공진주기의 단  강제력을 각각 구하고 

Bretschneider 스펙트럼을 통해 단주기와 공진주기 

랑의 운동량 모멘트를 합성한다. 합성된 운동량 모멘트

를 이용하여 선박의 동요량을 계산하면 공진주기 성분

을 고려한 선박의 동요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게 

얻어진 동요량을 이용하여 동요성분별 하역기 에 맞

춰 항내하역한계 고를 산정하게 되면 장주기를 고려

한 하역한계 고를 산정할 수 있다.

4. 현지 항만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항만 공진 상이 뚜렷이 발생하는 포

항신항의 동방 제와 8번 부두사이에 있는 선석(W03)

을 상으로 항만공진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하여 각각 계류선박 동요량을 산정한 후, 선

박동요량의 변화를 검토해 보았다.

4.1 계산 조건
 선박의 동요해석에 사용된 선박의 제원  계류

삭, 펜더의 수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지항만 용 선박조건

선종 일반화물선

량 10,000DWT

선장 120
선폭 17.42
홀수 6.0

침수면 3876.04

계류삭 8개

펜더 12개

박지수심 10.0

상 선박은 일반화물선 10,000 DWT 이고, 계류삭

은 8개, 펜더는 12로 하엿다.

  한편, 공진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단주기 랑의 조

건은 주기는 8, 9, 10, 11, 12 s, 고는 0.2～1.0 m의 범

로 하 다. 이는 항내 고 측자료(포항지방해양항만

청, 2010)를 이용하여 출 율이 높은 랑을 상으로 

주기와 고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계류선박에 한 

입사 의 방향은 15°, 45°, 75°로 하 다. 한 공진성분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W03 선석에서 계류선박의 고유

주 수이며 공진 상이 뚜렷이 발생하는 주기 60s의 

랑을 상으로 고 0.12m, 입사각 15°로 설정하

다. 이때, 입사 고는 항내 고 측자료로 부터 주기 

60s일 때의 고를 독취한 것이다.

4.2 계산 결과
4.2.1 공진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공진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주기 8~12s의 단

주기 성분에 의한 선박의 동요량을 계산하 다. 

동요량의 변화를 보면 주기가 길어질수록 동요량

은 커지는 경향을 보 다. 부분 증가는 선형 으로 

증가하며, Roll의 경우 8~9 의 주기에서 보다 11~12

로 주기가 길어질수록 동요량의 차이가 작아진다. 이

것은 선박동요 성분  Roll성분이 짧은 주기에서의 동

요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동

일 주기에 하여 비교하면, 랑이 선박의 측면방향

으로부터 입사 할수록 동요량이 커지며 이때 주요 동요

성분은 sway, roll인 것을 알 수 있었다.

4.2.2 공진성분을 포함한 경우
공진주기 성분을 포한한 경우는 단주기 랑과 주기 

60s의 장주기 랑의 향을 모두 고려한 경우로서 포

함하지 않은 경우와의 정량  동요량 비교를 하여 선

박의 선형과 계류조건을 동일하게 하 고 입사  조건

만 다르게 하 다. 공진주기성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

과는 체 인 동요량의 크기가 단주기 성분만 고려했

을 경우 보다 10~30%정도 증가하 다. 체 인 경향

은 단주기 랑에 의한 동요결과와 같이 주기가 길고 

유의 고가 클수록 동요량이 증가하게 되며, 입사각이 

선박의 길이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입사할수록 동요량

이 증가하 다. 

4.3 공진성분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동요량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계류선박의 동요량에 미치는 공진주

기 성분의 향을 악하기 하여 공진주기 성분을 포

함한 동요량 산정결과와 공진주기 성분을 포함하지 않

는 즉, 단주기 성분만에 의한 동요량을 비교하여 Fig.6

에 나타내었다. 공진성분을 포함했을 경우의 동요량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다 체 으로 10~15% 정도 증

가 하 다. 두 결과의 가장 큰 차이 은 공진주기성분

으로 인한 Surge 동요량의 뚜렷한 증가 다. 이는 연구

상인 선박의 Surge성분 고유주기가 항만공진주기와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Surge, Heave운동

의 경우는 선박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성분의 

향이 커짐을 알 수 있었고, 반 로 Roll, Yaw운동의 경

우는 소형선 일수록 동요량에 미치는 공진성분의 향

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항만공진 해석 모형과 계류선박의 동요 해

석 모형을 사용하여 항만공진 성분을 고려하여 계류선

박의 동요량을 정량 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방법에 의한 포항신항의 랑 측 자료와 공진

성분을 포함한 선박동요량 산정결과를 기 로 하여 포

항신항에 하여 본 방법의 용성을 검토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진성분을 포함했을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경

우 보다 체 으로 10~15% 정도의 동요량 증가를 

보 다.

2. Surge, Heave 운동의 경우는 선박의 크기가 증

가함에 따라 동요량에 미치는 공진성분의 향이 커

짐을 알 수 있었다. 반 로 Roll, Yaw운동의 경우는 

소형선 일수록 동요량에 미치는 공진성분의 향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Fig. 6> 공진 성분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선형별 동요량 비교

3. 동일 주기에 있어서 동요량은 선체의 입사하는 

향이 90°에 가까울수록 즉, 측면에서 입사하는 경우 

커지며, 이때 동요의 주된 원인으로는 sway, roll 성분

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부터 장주기 의 내습으로 항

만공진 상이 탁월할 것으로 상되는 항만에서는 항

만설계 기 에 의한 하역한계 고를 평가하는 것 보다 

항만공진 상을 포함한 계류선박의 동요량을 평가하

고, 하역한계 고를 검토하여 평면배치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 항만 정온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항만가동률

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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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방 제의 이슨 활동에 한 최 통과확률 산정

Evaluation of first-passage probability on caisson sliding of vertical 

breakwater

김승우1, 서경덕2

 Seung-Woo Kim1, Kyung-Duck Suh2

1. 서론

직립방 제의 이슨 활동에 한 안정성 평가기

은 안 율, 괴확률, 허용변 , 그리고 허용변 를 

과할 확률 등이 사용된다. 안 율은 Goda (1974)의 

력 공식이 제안되면서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 까지 사용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하지만 동

일한 안 율에서 수심이나 랑조건에 따라 활동량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Shimosako and 

Takahashi, 2000). 이런 문제 을 해소하기 해 확률론

에 기 한 신뢰성 설계법과 성능설계법이 개발되어 새

로운 평가기 으로 채택되고 있다(U.S. Army, 2006; 

OCADIJ, 2009). 최근 국내에서도 항만구조물의 신뢰성 

설계법을 설계기 으로 채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국

토해양부, 2011). 

기존의 신뢰성 설계법과 성능설계법은 임의의 시간

의 평균 인 괴확률과 활동량은 산정하지만 허용활

동량을 최 로 과하는 확률(최 통과확률)은 계산하

지 못한다. 그러나 설계자나 운 자는 일정 시간 이후

의 평균 인 괴확률과 활동량에 한 정보도 필요하

지만 구조물이 최 로 피해를 입을 시간과 그 때의 확

률에 한 정보 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슨 활동에 한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에 기

한 시간의존 신뢰성 설계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시간

의존 신뢰성 설계법은 Level techniques(Level 2; 3)인 

통 인 신뢰성 설계법과 성능설계법이 포함하고 있

으며 이슨 활동에 한 최 통과확률을 산정한다.

2. 최초통과확률의 정식화

실제 인 공학문제는 주요변수가 시간의 함수로 표

되어 있어 시간의존 신뢰성 설계법으로 해석해야 한

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한계상태식으로 구조물의 안정성

을 표 한다.

 RS RS                          (1)

여기서 RS는 하 과 그 하 의 허용한계이며 는 

시간이다.  식을 사용하여 임의의 시간에서 구조물의 

괴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R S ≤                       (2)

여기서 Pr  은 사건의 발생확률이다.  식으로 구

조물의 수명 동안에 하 이 허용한계를 최 로 과하

는 사건의 발생확률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

으로 최 통과확률(first-passage probability)라고 부른

다(Melchers, 1999; 양 등, 1999).

  어떤 시간 에서 하  X가 허용한계 를 최

로 과할 최 통과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X   PrX  
(3)

여기서 는 시간 간격  에서 하 이 허용한계

를 과할 횟수이며, Pr X  는  에서 하

이 허용한계를 과하지 않을 확률이다. 여기서 

X  의 조건에서 시간 까지  인 확률

1 발표자: 서울대학교 교량설계핵심연구단 / 선임연구원 / esfpknu7@snu.ac.kr

2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교수 / kdsuh@snu.ac.k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은  인 확률과 같다고 정할 수 있다. 왜냐하

면 기 시간에서는 두 경우의 확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사건이 통계 으로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시간 간격  에서 하 이 허용한계를 과할 사

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Poisson 분포로 표 된다. 

Pr    exp





            (4)

여기서 하 이 허용한계를 과할 사건의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Melchers, 1999; Madsen, 1986).

 
 X  X                      (5)

여기서 X는 하  X의 분포함수이고 는 하 이 

허용한계를 과할 평균발생률이다. 식 (4)-(5)를 식(3)

에 입하면 최 통과확률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Pr            (6)

여기서 는 시간이 0일 때의 괴확률이며, 

통 인 신뢰성 설계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슨 활동에 한 경우이기 때문에 식 

(5)에서 X와  신에 활동량 와 허용활동량 을 

용하면 주어진 폭풍 랑 에 한 최 통과확률은 

다음과 같다.

     exp




  
(7)

여기서 는 주어진 50년 빈도 유의 고에 

한 조건부 최 통과확률이다. 50년 빈도  산정 시 발

생하는 추정오차를 고려한 최 통과확률은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

               (8)

여기서 고분포의 평균은 50년 빈도 를 사용하고 

변동계수는 심해   랑변형 시 발생하는 오차를 고

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폭풍 파랑의 평균발생률과 활동분포함수

이슨 활동의 최 통과확률 산정에서 가장 핵심

인 정보는 활동을 일으키는 폭풍 랑의 평균발생률 

와 활동분포함수 이다. 이들은 활동에 한 실험  

측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지만 축척된 자료가 

거의 없어 실 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능설계법을 사용하여 폭풍 랑의 평균발생률과 활

동분포함수를 수치모의 하 다. 모의된 두 값들은 이

슨 활동의 주요 설계변수로 다 회귀함수로 표 된다.

3.1 폭풍 파랑의 평균발생률
  구조물의 활동을 일으키는 폭풍 랑의 평균발생률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9)

여기서 는 폭풍 지속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체 

개별 의 횟수이며 는 같은 기간에 활동을 일으키는 

개별 (individual wave)의 횟수이다. 평균주기 

  으로 표 된 는 단  시간당 폭풍 

랑의 평균발생률을 의미한다.  식에서 는 활동

에 향을 주는 설계변수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근사될 

수 있다.




  otherdesign variables         (10)

  는 여러 가지 함수 형태로 표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정계수가 가장 큰 함수형태인 다음 식

을 사용하 다.




 

 



 



                           (11)

 식의 측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변곡  0.001을 

심으로 두 구간으로 나 어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한 수심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수심별로 구분하여 회

귀함수의 계수를 추정하 다(Table 1). Fig. 1은 수심별

로 모의된  와 회귀함수로 측된 를 비

교한 것이다. 반 으로 측값과 모의값이 잘 일치하

고 있지만 평균값을 심으로 자료의 분산성이 보인다. 

이를 고려하기 해 통계  불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산

정하 다. 








           (12)

여기서 은 회귀함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계수



h 
(m) Data

 ≤  ≤

a1 b1 c1 r2 a1 b1 c1 r2

12 140 26.25 -10.25 10.98 0.93 0.28 -5.78 5.88 0.93

14 165 55.25 -10.31 12.98 0.93 0.24 -5.68 6.17 0.86

16 152 42.37 -10.00 12.90 0.91 0.24 -6.31 6.13 0.86

18 166 37.44 -10.17 12.70 0.93 0.27 -6.49 6.30 0.86

20 152 51.36 -10.25 12.99 0.93 0.24 -6.40 6.08 0.86

22 165 46.75 -10.15 12.89 0.92 0.22 -5.79 6.14 0.85

24 151 32.16 -9.69 12.48 0.90 0.21 -5.72 6.01 0.85

26 160 70.05 -10.47 13.24 0.93 0.24 -5.88 6.16 0.86

28 152 53.94 -9.95 12.97 0.91 0.19 -5.53 5.82 0.85

h

(m) Data

 ≤  ≤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12 140 1.05 0.32 1.02 0.21

14 165 1.05 0.31 1.04 0.30

16 152 1.07 0.39 1.04 0.29

18 166 1.06 0.33 1.04 0.28

20 152 1.06 0.35 1.04 0.28

22 165 1.06 0.36 1.05 0.32

24 151 1.07 0.39 1.05 0.31

26 160 1.05 0.31 1.05 0.30

28 152 1.07 0.37 1.05 0.32

이다. 이 계수는 모든 수심에서 유의수  5 %의 정규분

포를 따른다. Table 2는 의 평균과 표 편차이다. 

0 0.005 0.01 0.015 0.02 0.025
Simulated Ns/Nw

0

0.005

0.01

0.015

0.02

0.025

P
re

di
ct

ed
 N

s/
N

w

h = 12 m
h = 14 m
h = 16 m
h = 18 m
h = 20 m
h = 22 m
h = 24 m
h = 26 m
h = 28 m

<Fig. 1> Comparison of Ns/Nw between prediction and 
simulation with all data

<Table 1> Coefficients of regression equation of Ns/Nw 
for each water depth

<Table 2> Uncertainty of regression equation of Ns/Nw 
(Coefficient Z1) 

3.2 활동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개별 에 의한 활동량의 분포함수는 2모수 Weibull 

분포함수를 사용하 다. 매개변수는 네 가지 매개변수 

추정법과 두 가지 합도 검증 방법을 사용하 다. 사

용된 매개변수 추정법은 모멘트법, 최우도법, 최소자승

법 그리고 L모멘트법이며 합도는 K-S 검증과 

Chi-square 검증을 사용하 다. 여러 가지 매개변수 

에서 최소 1%에서 최  20%의 유의수 을 만족하면서 

critical value가 가장 작은 매개변수를 채택하 다.

  활동분포함수의 척도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

하 다.

 
 




 



                  (13)

Table 3은   회귀분석으로 계산된 회귀함수의 계수와 

결정계수이며, Fig. 2는 모의된 척도 매개변수와 회귀분

석으로 산정된 척도 매개변수를 비교한 것이다.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몇 개의 자료는 측값이 모의값을 과  

추정하지만 반 으로 추정된 회귀함수는 모의값을 

잘 측하고 있다. 한 회귀함수로 추정된 척도 매개

변수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음 식을 사용하여 

그 정도를 산정하 다.








                  (14)

여기서  는 측된 척도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계수

이다(Table 4). 이 계수는 유의수  5%의 정규분포를 

만족하고 있다. 

  한편, 체 수심에서 활동분포함수의 형상 매개변

수의 평균값과 표 편차는 각각 0.424와 0.02이다. 수심

에 계없이 그 변동성이 작아서 평균값을 푯값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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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scale parameter between the 
predicted value and the calculated one



h (m) Data

 ≤  ≤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12 140 1.02 0.22 1.02 0.18

14 165 1.02 0.22 1.02 0.17

16 152 1.04 0.27 1.02 0.17

18 166 1.02 0.23 1.01 0.16

20 152 1.03 0.26 1.01 0.17

22 165 1.02 0.22 1.02 0.21

24 151 1.04 0.26 1.02 0.19

26 160 1.03 0.24 1.02 0.19

28 152 1.04 0.29 1.02 0.19

h (m) Data
 ≤  ≤

a2 b2 c2 r2 a2 b2 c2 r2

12 140 0.047 -3.90 3.66 0.78 0.014 -2.73 2.18 0.70

14 165 0.069 -4.27 4.02 0.81 0.023 -3.64 2.48 0.75

16 152 0.090 -4.21 4.19 0.76 0.030 -4.16 2.48 0.78

18 166 0.097 -4.31 4.01 0.84 0.035 -4.18 2.48 0.80

20 152 0.162 -4.49 4.40 0.79 0.042 -4.35 2.50 0.80

22 165 0.154 -4.54 4.17 0.83 0.040 -3.75 2.35 0.70

24 151 0.147 -4.02 4.04 0.73 0.049 -3.92 2.46 0.75

26 160 0.260 -4.58 4.48 0.79 0.060 -4.04 2.53 0.76

28 152 0.272 -4.53 4.41 0.77 0.060 -3.99 2.34 0.77

<Table 3> Scale parameter of sliding distance distribution

<Table 4> Uncertainty of regression equation of the scale 
parameter (Coefficient Z2)

4. 결론

  본 연구에서 확률과정에 기 한 이슨 활동에 

한 시간의존 신뢰성 설계법을 개발하 다. 이 방법은 

이슨 활동에 한 새로운 안정성 평가 기 인 최 통

과확률을 산정한다. 이 기 은 이슨 활동의 안정성에 

을 주는 사건의 최 발생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방 제의 설계단계뿐 아니라 운   유지·보수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최 통과확률의 산정에 핵심

인 정보는 개별 의 활동분포함수와 폭풍 랑의 발

생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분포함수의 매개변수와 

폭풍 랑의 발생률을 유의 고, 이슨 폭, 그리고 

면 수심의 다변량 회귀함수로 표 하 다. 특히, 활동

분포함수의 형상 매개변수는 수심에 계없이 변동성

이 거의 없어 평균을 푯값으로 사용하 다. 본 연구

에서 제안된 활동분포함수의 매개변수와 폭풍 랑의 

발생률을 사용하면 직립방 제의 활동에 한 최 통

과확률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향후 국내외에 시공

되어 있는 직립방 제의 활동에 한 최 통과확률을 

산정하여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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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고정식 해상풍력시스템 예 <Fig. 1>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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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션시스템파일을 이용한 해상풍력 하부구조

Sub-structure for the offshore wind power using a suction system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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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n Park1, Sung-Hyun Park2, Shin-Taek Jeong3, and Jong-Seok Lee4

1. 서론

최근 정부의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 단지 개발계

획이 발표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

졌다. 특히, 빠르게 확대되는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 진

입하기 위하여 중공업사, 건설사 등이 트렉레코드를 쌓

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5 MW를 넘어 7

MW, 10MW급의 해상풍력 시스템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육상의 풍력시스템과는 달리 해상에서는 해저반에

서 수중을 지나 수면 위 일정 높이까지 설치되는 하부

구조의 제작 및 설치 비용이 전체 비용의 30% 수준이 

되어 이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해상풍력의 성패를 좌

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해상풍력의 고정식 하부구조 형식으로는 모노파일

식, 트라이포드식, 자켓식 등과 같은 파일식과 단단한 

지반에 적용 가능한  중력식을 들 수 있다. 각 형식에 대

해서 다양한 형식의 하부구조가 제안되어 있으며, 실제

에의 적용을 위한 인증과 트렉 레코드를 쌓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발표자: 한국해양연구원 / 부장/책임연구원 / ws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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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석션시스템파일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하부구조의 시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주 하중인 파랑, 흐름 등에 

최적의 단면을 개발하고 이의 최적 설계기법을 개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

발시스템을 시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고려이다. 즉,

대형 특수 장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시공 장비비의 비

중이 높아져 실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석션기초구조체에 다수의 소형 강관

파일을 소형 장비로 설치하고 그라우팅을 통하여 이를 

서로 체결하여 하부구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는 새

로운 개념의 하부구조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 석션시스템파일을 이용한 하부구조

2.1 석션시스템 파일
석션시스템파일은 Fig. 4과 5에 보인 바와 같이 통상

의 석션파일과 원통형 외부 말뚝과 강관 내측에 다수의 

소형 말뚝을 간섭없이 설치하기 위한 스페이서로 구성

된 하이브리드 파일로 정의된다.

석션시시템파일은 석션과 소형 항타장비, 그리고 천

공장비와 그라우팅 장비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해상풍력 하부구조 시공비의 대폭절감

이 가능하다.

<Fig. 5> 석션시스템파일 상세 개념도

2.2 하부구조 시공순서
석션시스템파일을 이용한 하부구조의 시공순서는 

Fig. 6과 7에 보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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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석션시스템파일을 이용한 하부구조 시공순서

단계별로 시공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단계 1 : 육상에서 제작된 석션시스템파일 본체를 조

립한 후 이송하고 및 설치지점에 거치 

단계 2 : 기준용 내부파일 2기를 연암까지 관입

단계 3 : 석션을 이용하여 석션시스템파일 본체를 연

암까지(또는 일정 깊이까지) 관입시키고, 추

가 내부파일 설치

단계 4 : 내부파일을 연암에 고정하기 위하여 파일 내

부를 통하여 연암을 천공하고 내부파일을 연

암에 관입하고, 이어서 석션시스템파일 본체

와의 일체를 위하여 내부파일 내측과 외부파

일 내측에 철근망을 넣고 그라우팅 실시

단계5 : 파일 상부에 콘크리트 상치구조를 시공하고 

풍력 발전시스템 설치

Fig. 7에서  (a)는 단계 1에 해당하며, (b)는  단계 2, (c)

와 (d)는 단계 3, (e)와 (f)는 단계 4, (g)와 (h)는 단계 5를 

나타낸다.

2.3 구조적 특성
석션시스템파일을 이용한 하부구조는 Fig. 4와 5에 

보인 바와 같이 석션파일과 다수의 내부파일에 의해 상

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연직하중은 내부파일과 석션파일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해 지지되게 되고, 수평하중은 석션파일과 내

부파일에 작용하는 수동토압과 내부파일의 탄성 부재

력으로 지지되게 된다.

석션파일의 크기(폭과 높이)와 내부파일의 개수가 

최대 수평지지력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판단된다. 석

션파일 폭이나 길이가 길어지면 내부파일의 함수를 줄

일 수 있고, 내부파일을 수를 증가시키면 석션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양환경 및 지반환

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석션파일의 높이를 최소화

하고 내부파일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반이 단단한 모래조건인 경우에는 석션파

일의 높이에 적정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해상풍력의 하

부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석션파일과 일련의 소형 내부파일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대형 파일을 이용하는 모노파일식,

고가의 자켓식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 장비를 사용하므로 시공비의 대폭적인 절감도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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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터빈의 충돌 거동 분석

Ship Collision Analysis of Offshore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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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풍력터빈의 발전용량이 증가할수록 해상풍력터

빈의 전체 구조물의 크기도 증가한다. 이는 해상에 설

치되는 풍력터빈의 특성상 다양한 환경하중과 지진하

중, 충돌하중에 의한 파괴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하중 중에 해상풍력터빈의 설

치 및 해체, 유지보수 등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선박으

로 인하여 충돌하중이 해상풍력터빈의 지지구조물에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터빈의 설계과정에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해상풍

력터빈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야 한다.

해상풍력터빈은 해저지반을 기점으로 설치되는 구

조물로서 해상풍력터빈에 관한 구조해석을 하기 위해

서는 해저지반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저

지반은 복잡한 지반 메카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반 

메카니즘을 고려하여 3D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기에

는 해석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반은 

API(2000)에서 제시한 p-y곡선을 적용하여 이산화된 

스프링으로 가정하고 해저지반 메카니즘의 분석 및 적

용과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상풍력터빈 전체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증가하므로 해상풍력터빈을 지지하

는 지지구조물(substructure)이 안전한지를 평가할 필

요가 있다.

해상풍력터빈에 작용하는 선박충돌하중에 대한 연

구는 Florian(2005)이 모노파일, 트라이포드, 재킷형식

의 지지구조물의 탱크선과 컨테이선, 화물선에 대한 선

박충돌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해상풍력터빈의 충돌거

동을 분석하였다. 박 등(2011)은 5MW급 해상풍력터빈

을 나셀, 타워, 바닥판, 기초구조물로 나누어 모든 재료

가 탄소성 거동을 보인다고 가정하여 충돌해석을 수행

하였으나 해저지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저지반을 p-y 곡선으로 이산화된 스

프링으로 가정하고 선박충돌을 발생시켜 해상풍력터

빈의 지지구조물과 해저지반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2. 수치해석

2.1 해상풍력터빈 모델
해상풍력터빈은 5MW급 해상풍력터빈으로 재킷형

식의 지지구조물과 모노파일형식의 지지구조물에 설

치된 해상풍력터빈으로 가정하여 블레이드와 로터, 너

셀, 타워, 지지구조물, 기초구조물을 모델링 하였다. 모

노파일형식의 해상풍력터빈에 사용된 충돌선박을 포

함한 절점은 3,989개이고 요소는 4,060개이다. 그리고 

재킷형식의 해상풍력터빈에 사용된 충돌선박을 포함

한 절점은 7,427개이고 요소는 6,987개이다. Fig 1은 해

상풍력터빈의 유한요소모델로 블레이드의 길이는 

61.5m이고 너셀에 연결된 타워 상부부터 지지구조물에 

연결된 타워 하부까지 3.87m에서 6m의 단면을 갖도록 

하였다.

지지구조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노파일형식

의 지지구조물과 재킷형식의 지지구조물을 모델링 하

여 Fig 2에 나타내었다. 모노파일형식의 지지구조물은 

파일직경이 6m, 높이가 40m로 모델링 하였으며 재킷

형식의 지지구조물은 재킷파일의 직경이 2.5m, 높이가 

52m로 모델링 하였다. 두 가지 형식의 지지구조물에 사

용된 파일의 두께 및 타워의 두께는 API(2000)코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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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E models of offshore wind turbines and a ship
제시한 식(1)의 파일두께 산정공식을 이용하였다.

  


(1)

여기서, 는 파일의 두께(mm)이고 는 파일의 직경

(mm)이다.

두 가지 형식의 지지구조물을 갖는 해상풍력터빈의 

기초구조물은 수심이 40m인 곳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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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 models of substructures

2.2 말뚝-지반 모델
API(2000)코드에서는 각 지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극

한저항력과 처짐, 파일의 직경, 유효단위중량, 지반반

력계수 등으로 p-y곡선을 표현하였다. 이를 연구대상 

지반에 적용시켜 5MW급 해상풍력터빈이 설치된 곳은 

Fig 3과 같이 수심이 40m이고 해저지반 아래로 50m까

지 기초구조물이 관입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해저지

반 아래로 20m까지는 clay지반으로 되어 있으며 20m

이후부터 50m는 sand지반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선박충돌에 의한 해상풍력터빈 기초구조물의 수

평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화된 비선형 스프링으로 

API(2000) 코드에서 제시한 p-y곡선을 적용하여 각 지

층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Fig 3은 해상풍력터빈 기초구

조물이 관입된 지반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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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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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il profile

본 연구의 충돌해석에서 지반의 비선형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p-y곡선을 적용한 이산화된 비선형 지반 스

프링과 선형 지반 스프링을 모노파일 형식 해상풍력터

빈과 재킷형식 해상풍력터빈에 각각 적용하여 지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2.3 충돌 선박
해석에 사용한 충돌선박은 해상풍력터빈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바지선으로 가정하였다. 바지

선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부가질량요



Length Width Depth Hull

103.25m 40m 3.0m 1.2m

소를 이용하여 충돌선박의 전체질량을 1,000ton으로 

모델링 하였다. 충돌조건은 해상의 선박이 작업 중에 

운전자의 실수 혹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해 2m/s

의 충돌속도로 해상풍력터빈의 지지구조물과 충돌선

박의 측면이 충돌한다고 가정하고 8초까지 해석을 수

행하였다.

<Table 1>  Dimension of designed ship

3. 해석결과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2009)에서는 기초파일의 

수평방향 허용변위 조건으로 기초폭의 1% 이내의 처짐

(수평 거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

저면(z=0)에서 선형 지반 스프링으로 모사한 지반의 기

초파일과 비선형 지반 스프링으로 모사한 지반의 기초

파일의 변위를 확인하여 선박충돌에 의한  수평거동이 

안정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상풍력터빈의 충돌에 

의한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 4는 모노파일 타입 해상풍력터빈의 해저지반을 

선형과 비선형 지반 스프링으로 고려하여 해저면(z=0)

인 지점에서 파일의 수평거동을 확인한 하중-변위 곡선

이다. Fig 4-a는 해저지반을 선형 스프링으로 모사하여 

지반 스프링의 강성계수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해저면

에서 기초파일에 나타나는 충돌 이후의 하중과 변위도 

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하게 된다. Fig 4-b는 해저지

반을 비선형 스프링, 즉 p-y곡선으로 해저지반의 비선

형성을 고려하여 나타난 하중-변위 곡선으로 선박과 모

노파일 타입 지지구조물의 충돌 이후 해상풍력터빈이 

충돌진행방향과 충돌반대방향으로 기초파일에 작용하

는  변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재킷타입 해상풍력터빈의 해저지반을 선형

과 비선형 지반 스프링으로 모사하여 선박 충돌 이후 

해저면(z=0)인 지점에서 4개 leg의 기초파일 중, 가장 

큰 힘과 변위가 나타난 지점의 하중-변위 곡선이다.

Fig 5-a는 이 중에서 해저지반을 선형 스프링으로 모

사하였으며 Fig 4-a와 같이 하중과 변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5-b는 해저지

반을 비선형 지반 스프링으로 고려한 하중-변위 곡선으

로 재킷구조의 2.5m 직경의 4개 leg가 하나의 지지구조

물로 구성되고 그 사이 트러스 구조가 형성되어 초기의 

충돌진행방향과 충돌반대방향으로 거동한 이후 모노

파일 타입보다 변위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노파일 형식 지지구조물의 해저지반을 비선형으

로 고려했을 때 충돌진행방향의 최대변위는 약 

0.0995m이고 최대하중이 93,535N이 발생했으며 해저

지반을 선형으로 고려했을 때 최대변위가 약 0.0983m

이고 최대하중은 162,120N이 발생했다.

재킷형식 지지구조물의 해저지반을 비선형으로 고

려했을 때 충돌진행방향의 최대변위는 약 0.0399m이고 

최대하중은 78,401N으로 나타났다. 해저지반을 선형 

스프링으로 고려했을 때 재킷타입의 최대변위는 약 

0.0335m이고 최대하중은 115,760N이 발생하였다.

Fig 6은 충돌선박과 두 가지 종류의 지지구조물을 갖

는 해상풍력터빈의 충돌에 따른 임의 시간에서의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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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D curve of mono-pile type offshore wind turbine

4. 결론

ANSYS/LS-DYNA를 이용하여 충돌선박과 두 가지 

종류의 지지구조물을 갖는 해상풍력터빈의 충돌해석

을 수행하였다. 해상풍력터빈은 역진자 운동을 하는 것

과 같이 거동을 하고 해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계 시 

해저지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충돌하중에 의한 해상풍력터빈의 거

동을 분석하기 위해 API(2000)코드에서 제시한 p-y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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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D curve of jacket type offshore wind turb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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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collision analysis to offshore wind turbine

선을 이용하여 해저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또

한 해저지반을 선형으로 고려했을 때, 비선형성을 고려

한 충돌해석과 지반의 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해저면

(z=0)에서의 하중-변위 곡선을 이용하여 해저지반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파일 직경이 6m인 대구경 모노파일 형식의 지지구

조물을 갖는 해상풍력터빈과 leg의 파일 직경이 2.5m

인 재킷형식의 지지구조물을 갖는 해상풍력터빈의 해

저지반의 거동을 보면 재킷의 leg에서 충돌하중이 분산

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킷의 leg에서  나타나

는 변위와 하중이 모노파일 형식의 지지구조물을 갖는 

해상풍력터빈보다 작은 거동과 하중이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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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막체 파라펫 및 동적구조물 개발

Development of Dynamic Coastal Structures and Rubber Membrane Parapet

전인식1, 김선신2, 민용침3

Insik Chun1, Sunsin Kim2 and Yongchim Min3

1. 서론

최근 이상 고파랑에 의한 해안역 월파 및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원인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장기해수면 상승과 태풍강도 증가로 추정하고 있다. 이

미 2007년의 IPCC에서 선언하였듯이 지구온난화에 따

른 지구 전체의 기온상승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명확

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Fig. 1에서 

보이듯이 극지방 및 육지 빙하의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고 또한 해수온도를 상승시켜 태풍의 강

도를 증가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소방방재

청 (2006) 자료에 의하면 재산피해액으로 집계한 역대 

10개 대형태풍 중에서 3위까지가 과거 10년 (2011년 기

준) 이내에, 그리고 6개가 과거 15년 이내에 발생하였

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 (NOAA)에서도 1995년 이래 

대형 허리케인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USA Today, 2011).

<Fig. 1> Global warming and wave overtoppings. 

2. 동적 해안구조물의 필요성

해안역 월파 및 침수피해는 각국의 중요한 현안문제

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연안역 관리에 필수적으로 고

려해야 되는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8년에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 및 해양대기청 

(NOAA)에서는 해안고도와 해수면상승에 대한 자문위

원회 (CESLAC, 2008)를 개최하여 해안역 재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하드웨어적 구조

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침수지역에서 서서히 퇴거해 나

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가 제한되어 있으며 해안역 밀집지역이 많은 나라

들로서는 그와 같은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균형이 있게 동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서 월파를 직접적으로 저감

할 수 있는 고 마루높이 구조물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배후지의 바다 가시성을 제한하는 고 

마루높이 구조물은 최근의 모든 해안역 개발 및 보존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해안 친수경관의 개념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구조물의 과도한 마루높이는 비록 

월류 및 월파를 저감할 수는 있으나 바다 조망성을 떨

어뜨려 배후지의 친수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고 마루높이 구조물들은 고 건설비용

은 차치하더라도 월파저감이 친수성 저감이라는 이율

배반의 속성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관련된 민

원 및 분규는 해안역 개발이 증대될수록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적문제가 국내에서

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해황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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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마루높이를 변화시키는 동적 가변형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네델란드의 Ramspol 고무방벽 (Fig.

2), Maeslant의 회전식 해일방벽 (Fig. 3) 그리고 이탈리

아 베니스의 부력식 방벽 (Fig. 4) 등은 필요에 따라 형

상을 조절할 수 있는  동적 가변형 구조물들이다.

<Fig. 2>  Rubber dam, Ramspol, The Netherlands, 2001 (L: 
75m, W: 13m, H: 8.35 m, 3 set).

<Fig. 3>  Maeslant barrier.

<Fig. 4>  Venice barrier.

본 동적 가변형 구조물들은 재래의 중력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재 또는 최근 개발된 고강도 산업섬유의 경

량 인장구조물로 대체하는 것이며 기존의 구조물에 부

가 설치하여 구조물 마루높이를 제어하는 것이다. 최근 

건국대학교 (2011)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연구비 지원 

하에 Fig. 5와 같이 공기제어로 마루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접이식 고무막체 파라펫을 SK건설, 동일고무벨트

㈜,㈜건화와 함께 공동 개발한 바 있다 (Fig. 5∼Fig. 8).

<Fig. 5>  Structural analysis of membrane parapet.

<Fig. 6.> Hydraulic experiments. 

<Fig. 7> Operation of deformable rubber membrane parapet.



<Fig. 9>  Example of wave-structure interaction.

Spring breakwater

Airbag breakwater

Caisson breakwater

<Fig. 10>  Calculations of the shock absorbing 
structures.

<Fig. 8> In-situ deformable rubber membrane parapet 
experiment (Deoksan port, Samcheok).

3. 동적구조물의 성능해석

기존의 정적 해안구조물의 설계파력을 구하기 위해

서는구조물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수리실험에 의

하여 파력을 구하거나 수치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특히, 구조물 전면에서 쇄파가 심하게 발생하

는 경우에는 파랑의 비선형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Navier-Stokes방정식에 근거한 CFD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설계실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DMAS-SURF는 

이 CFD의 일종이다.

구조물이 외력에 반응하여 변위가 발생하고 또 이 변위

는 외력에 영향을 주는 동적구조물의 경우는 유체와 구조

체의 상호작용 (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을 고려하

는 수치해석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동적구조물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CADMAS-SURF처럼 유체운동만을 

고려하는 해석과는 그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막체처럼 외력에 의하여 변위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Fig. 9는 수중에 유



역막체를 설치하고 여기에 파랑을 작용시켰을 때 일종의 

FSI 파동수조를 사용하여 막체의 거동을 재현한 것이다.

파랑에 작용에 의하여 막체가 변형되며 막체의 변형은 

다시 막체 위 쇄파의 발생에 영향을 줌을 볼 수 있다.

구조물이 유연막체처럼 작용외력에 의하여 대변위

를 일으키는 경우 외력에 대한 완충효과가 발휘되어 구

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이 고정구조물의 경우보다 작게 

발생할 수 있다. Fig.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물 전

면에 스프링 또는 공기충진 막체를 부착하면 입사파고

의 파력의 크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에서는 

파력대신 임의 중량의 구체가 케이슨에 충돌하는 것을 

모의한 것이다. 구체가 바로 케이슨에 충돌하는 경우보

다 완충제를 부착한 경우들이 케이슨의 수평변위가 작

게 발생하였다.

4. 결 론

동적 가변형 구조물은 기존의 토목공학적 요소와 기

계 및 제어공학적 요소의 복합적 기여로 구현 가능하며 

고정식 구조물에 익숙해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나 꾸준한 실용화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

이고 내구성 있는 해안구조물 형태로 충분히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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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용 수문케이슨 내부 유동장 가시화에 대한 예비 실험

Preliminary experiment for visualizing the flow field inside the sluice caisson

for tidal power plant

오상호1, 지창환2, 정원무3, 이광수4

Sang-Ho Oh1, Changwhan Ji2, Weon-Mu Jeong3 and Kwang Soo Lee4

1. 서론

PIV는 동시 다점 유속 계측이 가능한 기술로서, 1980

년대에 소개된 이후 (Adrian, 1984; 1986) 카메라 장비 

및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지속적

으로 그 기술수준 및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개수

로 흐름에 대하여 PIV 기법을 적용한 국내 연구 사례가 

일부 소개된 바 있지만 (김·이, 2010; 윤·성, 2011), 조력

발전용 수문 주변의 흐름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

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개수로 내에 조력발

전용 수문 케이슨 모형 1기를 설치하고 수행한 PIV 예

비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2. PIV실험

2.1 PIV 시스템

PIV실험을 위한 광원(光源)으로는 Quantel사의 

Dual Nd:YAG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렌즈 조합을 통

해 두께 2 mm의 레이저 평면광(laser sheet)을 형성하

였다. 이미지 획득을 위해서는 TSI사의 PowerView

Plus 4MP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에 편광 필터(532

nm band pass filter)를 부착하였다. 한편, 추적자

(tracer particle)로는 약 10μm 크기의 유리 입자(hollow

glass sphere)를 사용하였다.

2.2 실험장치 구성 및 실험 방법

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의 2차원 개수로(길이 21.3

m, 폭 0.5 m, 높이 0.9 m)에서 수행되었다. 수문 케이슨

은 PIV실험을 위해서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통

수 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에 제작하였던 수문 케이슨 

(이 등, 2008a; 2008b)모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본 예

비 실험 결과를 토대로 수문 케이슨 내 유동장을 보다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용 모형을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전 단계로서의 PIV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문 케이슨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었으며 모형 

내측 한쪽 벽면은 검은색 무광 페인트로 칠하여 추적자

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였다. Fig. 1에는 실험 수행장면

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Fig. 2에는 PIV 실험 수행 과

정에서의 FOV(Field of View)를 나타내었다. 구조물의 

전면부, 중간부 및 후면부에 대하여 영상을 얻었으며,

보다 자세한 유동장을 얻기 위하여 수문 케이슨 내부의 

5개 세부 영역에 대하여 보다 작은 크기로 FOV를 설정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세부 영

역보다는 전 영역에 대하여 수행된 실험 결과를 소개하

였다.

실험은 유량이 서로 다른 3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실

시하였으며, 각 케이스 별로 Double frame/Single

exposure 기법으로  50쌍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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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Fig. 1>  General view of the experiment.

<Fig. 2>  Field of view used in the experiment.

2.3 자료 분석

획득한 이미지의 분석에는 TSI 사의 INSIGHT 4G를 

이용하였으며, 64 ×64 사이즈의 탐색창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속도 벡터 계산에는 FFT Correlator를 이용

하였고, 픽셀 단위 이하의 속도 벡터는 Gaussian peak

fit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오차 벡터의 제

거를 위해서는 5×5 사이즈의 영역에 대해서 median

filter를 적용하였고, 탐지된 오차 벡터는 2차 첨두값과 

국부 median값을 이용하여 대체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속도장

Fig. 3에는 PIV 실험에 의해 관측된 수문 내 속도장 

벡터의 그림을 나타내었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문 

내부의 유속이 증가하는 현상이 잘 나타나있으며, 유입

부 상단과 하단에서 경계면을 따라서 유속 벡터가 형성

되는 현상도 잘 포착되었다. 그러나, 수문 모형의 지지

대 주변에서는 속도 벡터를 제대로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지지대에 의한 빛의 굴절 및 산란으로 인해서 속

도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PIV 실험은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PIV 실험 수행 시 지지대로 

인하여 수문 내부 일부 구간에서의 유속벡터를 효과적

으로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Velocity vector fields of the three test cases.

3.2 유적선

   취득된 유속장으로부터 유적선(streamline)장을 계

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중간에 흰 색으로 세로선이 있는 구간은 지지대

로 인하여 속도 벡터가 취득되지 않은 구간을 나타낸

다. 전반적으로는 수문 모형 유입부로부터 유출부까지 

일관된 유적선이 형성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문 유입부로부터 최소 단면 구간으로 진행하면서 유

적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최소 단면 구간 이후부터는 

다시 넓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실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출부 주변의 유적선이 차별화되는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유량이 증가하여 유속

이 커짐에 따라서 유출 시의 흐름이 더욱 제트 분사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났다.

3.3 와도장

한편, 유속장 내의 와 구조(vortical structure)를 파악

하기 위하여 와도장을 계산하였다. 와도장은 각 속도 

벡터 주변의 회전(circulation)을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로부터 

수문 상부 및 하부구조물의 경계면과 수문 유출부 이후

의 수표면(water surface)에서 강한 와도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와 강도는 실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커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1

Case 2

Case 3

<Fig. 4>  Streamlines of the three test cases.

Case 1

Case 2

Case 3

<Fig. 5>  Vorticity fields of the three test cases.

4. 토의

   조력발전용 수문 내부의 유속장을 PIV 실험을 통해 

계측한 결과 대체로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유속장이 

형성되며, 수문 상·하부 경계면 중심으로 와도장이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부적인 속도장 및 

와도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세역에 대

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6에는 수문 유입부 주변의 두 세부역(FOV_21 및 

FOV_22)에 대한 PIV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이 이미

지를 분석하여 취득된 속도 벡터를 Fig. 7에 나타내었

다. 세부역에 대한 유속 벡터로부터 벽 주변에서의 유

속 벡터 변화 양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 영역에서의 와도장 등 

유동 특성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Fig. 6> Detailed field of view (FOV_21 and FOV_22).

<Fig. 7> Velocity fields of FOV_21 and FOV_2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개수로 내에 조력발전용 수문 

케이슨 모형 1기를 설치하고 수행한 PIV 예비 실험 결

과를 제시하였으며, PIV 실험을 통해 개수로 내 흐름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PIV 실험 

목적에 최적화된 모형을 제작하여 본 예비실험의 결과

를 보완한 실험을 수행하고, 수문 유·출입부 주변 벽 경

계층 주변의 와도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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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해의 필리핀판, 태평양판 및 북아메리카판의 동시 충돌에 의한 

지진해일이 제주도 연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n the Jeju island by tsunami originating from simultaneous collision

with Phillipine Sea plate, Pacific plate and North American plate

in nearshore Japan.

김민지1, 이광호2, 김도삼3

Min Ji Kim1,  Gwang Ho Lee2 and Do Sam Kim3

1. 서 론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집중 피해지역

인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최근에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

한 가운데, 일본의 태평양연안에서는 리히터 규모 9.1의  

Tokai, Tonankai, Nankai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지진공포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

안의 지진대인 Tokai(東海), Tonankai(東南海), Nankai
(南海)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연구결과 이들 3개 지진은 최대 규모 M 8급으

로 각각 100~150년 주기로 발생했으며, 동시발생은 

300~500년 주기로 알려져 있다.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

일 발생시 태평양연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10m 이상, 
최대 34.4m의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며, 태평

양 바로 앞바다에서 일어나므로 예상 도달시간이 2~10
분으로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서, 3개 지진의 연동에 의한 엄청난 규모의 지진해일이

므로 굴절, 회절, 반사 등의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수치모델의 구

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kai, Tonankai, Nankai 지진

에 의한 지진해일의 시뮬레이션 이전에, 지진해일 전파

계산의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 3월 동일본 대

지진과 1983년 동해중부지진을 수치모델에 적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일본 근해의 필리

핀판, 태평양판, 및 북아메리카판의 동시 충돌에 의한 

지진해일로 제주도 연안에서의 수위변동, 전파시간 등

과 같은 지진해일의 기본적인 특성을 검토하여, 제주도 

연안에서의 향후 연안재해방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이론

지진해일의 기초방정식은 각각 Navier-Stokes운동방

정식과 연속방정식으로 주어지며, 지진해일과 같은 

장파운동은 이의 두 식을 연직방향으로 적분한 천수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지진해일의 거동은 초기조건으

로서 해면의 변위분포를 주고 두 방정식을 시간의 경

과에 따라 해석함으로 지진해일의 거동특성을 수치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압력은 정수압분포로 

되고, 수평유속은 연직방향으로 균등한 분포로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의 수치모형실험을 위하여 다

음의 연속방정식 (1)과 비선형장파방정식 (2), (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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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Initial surface of  Tohoku ts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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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Comparison of the computed water surface 
elevation with time-series observed data

<Fig.3> Maximum inundation area at Imw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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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수평방향으로 취한 좌표계, 는 중

력가속도, 는 수면변위, 은 Manning의 조도계수, 
은 방향의 유량, 는 수심 와 지진해일에 

의한 수면변위 를 합한 전수심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지진해일의 수치해석모델

은 연속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의 공간차분에 

staggered grids, 시간차분에 leap-frog법을 이용하여 

기본방정식을 유한차분화한다.

3. 수치모델검증

3.1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지진해일의 전파계산의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해, 지

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9.0, 최대 진도 7.0의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을 시뮬

레이션하였다. 동일본지진의 단층파라미터는 Fujii et 
al(2011)에 의한 값을 이용하며, Fig.1은 Okada(1985)방
법에 따라 산출한 초기수위분포로 지각변동량의 공간

분포이다.

Fig.2는 진원지역에 가까워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지역인 Iwate, Miyagi 뿐만 아니라 진원지에서 먼 곳에 

위치하는 Shizouka, Ito에서의 수치해석결과와 관측치와

의 수위의 시계열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대체로 잘 재현

하므로 수치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2 1983년 동해중부지진해일
임원항은 1983년 5월 26일 일본 아키타현의 전면해역

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동해중부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

진해일의 내습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 동
해중부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층모델 중 본 연구에서

는 계산결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Aida(1984)의 모

델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Fig.3은 육지로의 해수범람으

로 인한 최대 침수영역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Number of area Mesh size(m) Number of mesh
AREA NO.1 1215m 1300×780
AREA NO.2 405m 1215×888
AREA NO.3 135m 1071×1488
AREA NO.4 45m 1056×771
AREA NO.5 15m 873×717
AREA NO.6 5m 453×543

<Fig.4> Distribution of water depth 

<Fig.5> Computation area

<Fig.6> Initial surface of Tokai, Tonankai, Nankai 
tsunami

<Fig.7> Maximum water level height at area1

<Fig.8> Maximum water level height at area5

4. Tokai,Tonankai, Nankai 지진해일

4.1 대상영역 및 계산조건
대상영역은 Tokai, Tonankai, Nankai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도록 좌하측 격자점(경도

124.667°, 위도28.75°) 및 우상측 격자점(경도142.15°, 위
도36.733°)으로 취하였으며, Fig.4는  제1영역의 수심에 

대한 공간분포를 제시하며, 이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1´데이터(약 1.8km 간격)를 사용하여 결정하였으며, 수
심자료는 정확한 수치실험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

한 입력인자중의 하나이다.  

Fig.5에는 세부영역인 2영역에서 6영역을 표시하였

다. 계산시간은 지진해일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진의 발생시간부터 10시간 동안 수치모의하

였으며, 수치모델의 상세한 계산조건은 Table.1에 나타

낸다.

<Table.1> Computation condition

4.2 수치해석결과
Fig.6은 Tokai, Tonankai, Nankai지진의 단층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구한 초기수면형상이며, 최대 수면변위는 

약 13m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진발생과 동시에 융기·침
강하는 지반의 지각변동량을 초기수위로 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한 제 1영역의 최고수위분포를 Fig.7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지진해일의 전파과정을 알 수 

있다. 수위가 진원지 부근에서는 최대 20m 상승하였으

며, 우리나라 제주도 및 남해안보다는 중국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파과정에서 

해저수심변화, 굴절, 회절, 반사 등으로 인해 수위변동

이 크게 발생한다. Tokai, Tonankai, Nankai지진이 발생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지진해일이 도달하는 

제주도를 상세역으로 하여 계산한 결과, Fig.8을 통해 서

귀포시 연안에서 약 1~1.2m 수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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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oin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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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oint4
<Fig.9> Time history of water level at each point

Fig.9에는 서귀포연안에서의 시간에 따른 수위변화

를 나타내었으며, 약 4시간 후에 제 1파가 도달할 것으

로 예상된다. point 1인 모슬포항에서의 최고수위는 약 

0.8m, 최저수위는 약 -0.6m, point 2인  송악공원주변에

서의 최고수위는 약 1.0m, 최저수위는 0.3m, point 3인 사

계항에서의 최고수위는 1.2m, 최저수위는 -0.9m, point 4
인 화순항에서의 최고수위는 1.2m, 최저수위는 -0.75m
로 예측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해역에서 수심이 얕아지면서 발생

하게 되는 천수효과를 충분히 재현하기 위한 격자접속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주도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Tokai, Tonankai, Nankai 지진에 의한 지

진해일에 있어서 제주도 연안에서의 수위변동, 전파시

간 등과 같은 지진해일의 기본특성을 검토하였다. 일본 

중·남부지방에서 3개 지진의 연동에 의한 지진해일은 

엄청난 규모이므로, 이로 인한 굴절, 회절, 반사 등의 현

상을 고정도로 고려할 수 있는 수치모델의 구축이 필요

하고, 이로부터 정확한 수위변동의 크기 등이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얻어진 중요한 

사항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하여 아래에 기술한다. 

(1) 2011년 동일본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의 시간에 따

른 수위변화의 계산치와 관측치를 비교·검토하고, 1983
년 동해중부지진해일의 내습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

은 바가 있는 임원항에 수치모델을 적용하여, 최대수위

상승고 및 최대 침수영역계산을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2) Tokai, Tonankai, Nankai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에 

대한 제 1영역의 수치해석결과를 통해 진원지인 일본 

중남부 부근에서는 최대 20m의 수위변화가 발생하였

다.
(3) 지진해일의 내습에 따른 제주도 연안의 최고수위

분포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연안에서 약 1~1.2m정도이

이며, 지진발생으로부터 약 4시간 후에 서귀포시 연안

에 도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주도 연안에서의 향후 연안재해

방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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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해안 지진해일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tsunami response system

in the east coast of Korea

박형성1, 김동석2, 홍성진3(국립방재연구원)

Hyoung Seong Park ,Dong Seok Kim, Sung Jin Hong

1. 서  론

우리나라는 정부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

진해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진해일 대피소,

대피로,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지진해

일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진해일 대응체계는 지진해일의 범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발고를 기준으로 침수예상도를 작성

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역별 업무담당자의 

주관에 의해 작성되어 일관성이 없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 없이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11. 3. 11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동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9의 강력한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해 2만여 명의 인명피해, 건물 피해 약 50만동, 직접

경제손실  최대 2230억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

후, 우리나라에서도 주변해역에서 강력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진해일 대응체

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04

년 구축된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진해일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진해일 대응책으로는 지

진해일 방파제, 수문 및 대피소 건설 등의 구조적인 대

책과 재난경보체계 수립 및 주민대피체계 개선 등의 비

구조적인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주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분석하였고, 일본

의 대응체계 및 대피시설 지침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진해일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2. 지진해일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2.1 현장조사
동해안에는 해일위험지구가 약 200여 개소가 지정되

어 중앙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구별 지진해

일 대피계획과 대피소․대피로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

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긴급 상황 발생시  대피

할 수 있는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의 현장

조사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2지구, 청호3지구, 대포항지

구 등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지구까지 총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점검항목은 지진해일 

대피소, 대피로, 종합안내판 등 지진해일 시설물의 설

치유무및 적정성, 지자체별 지진해일 대피계획수립의 유

무 및 적정성 등 이었다. 지역별 분포도는 Fig.1과 같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대피종합안내판은 지

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외지인도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대피종합안내판의 위치선정 및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구별로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

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조사대상 지구에서 

대피종합안내판이 지구당 1개씩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구범위 및 주요도로의 크기가 지구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지구별 대피종합안내판의 개수 및 

위치선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피로 선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일위험지

역을 가장 최단이동거리를 통하여 안전지역으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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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eld survey area

<Fig. 2> Tsunami evacuation signpost

<Fig. 3> Fence to protect a windbreak forest

<Fig. 4> Tsunami shelter which has no sign

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피로의 방향을 해안선과 수직방향의 내륙으로 대피

로를 설정해야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

나 현재는 해안가의 방풍림이나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

게 되어있어 해안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피로가 선정

되어 해일위험지역에서 빠른 시간내에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임시대피소로 가는 대피로 상에 방풍림 

보호 펜스가 위치하여 대피경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이

처럼 방재보다는 주변경관이나 방풍림 보호가 더 우선

시 되는 가치판단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가파른 경

사로가 대피로로 지정되어 노약자들이 이동하기가 힘

든 지역도 발견 되었다. 이러한 지역에는 대피계단 등

과 같은 대피유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대피소 선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대피소의 안

정성과 접근성이다. 지진해일은 발생후 해안가에 도달

할 때 빠른 속도(시속 70Km 내외)로 내륙을 전파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지역주민의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임시대피소가 설치되어야 하

며, 외곽 지역에는 이재민들이 장기적인 숙식을 해결하

기 위한 지정대피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 목적에 따라 

임시대피소․지정대피소가 지정․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진해일의 범람파고를 고려하여 대피소는 3층 

이상의 RC구조물이나 표고 10m이상의 고지대를 대상

으로 선정해야 하나 이러한 구조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피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대

피소 전면에 대피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피

소 입구를 찾기 힘들었으며, 긴급상황을 위해 지정된 

고지대대피소는 접근성으로 고려하여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 4조에 의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이용

하여 시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갖고 있었으며 정기 

재난훈련 등을 통해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숙

지하고 있었다.

2.2 지진해일 대응체계 개선방안
대피소의 구조적 요건으로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 및 

해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구조물 종류(RC 또는 SRC

구조물, 일정표고 이상의 고지대), 구조물 높이(3층 이

상 또는 6m 표고 이상의 지역)의 개선이 필요하다. 입

지적 요건(안전확보 경계구역 설정 및 안내 필요)으로



지정대피소 임시대피소

구조물 

종류

- RC 또는 SRC 

구조물

- RC 또는 SRC 

구조물

- 고지대(야산 등)

구조물 

높이

- 3층이상 건물

- 해발 12m 이상

- 건물 : 3층이상

- 고지대 : 

  해발 12m이상

구조물 

규모

해당지구의 최대 

예상 대피인원을 

감안하여 지정(복

수지정 가능), 1000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 지정

침수예상지역의 

최대 대피 인원을 

감안하여 지정(복

수지정 권장)

Table 2. Structural requirements of tsunami shelter

지정대피소 임시대피소

위 치
해안가에서 

2km이내

해안가에서 

600m이내

대피시간 30분 이내 10분 이내

입 지 

조 건

해일위험 

지구내 위치

해안가 전면에 

위치한 건물이 

아닌 2열 이후 

내륙에 위치

지 정 

대 상

원칙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이용, 대

피소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시설인 민간 

집합시설, 호텔, 체육관, 사원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

Table 1. Geographical location requirements of tsunami shelter.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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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반

시 ․도
유 관 부서

시 ․군 ․구
유관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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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구 급 
반

시 ․도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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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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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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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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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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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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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aster information reporting procedure

는 대피가능 범위내 접근이 용이한 다수 대피소 선정과 

대피시간을 고려한 대피가능 지역 설정의 개선이 필요

하다. 입지적 요건은 지정대피소와 임시대피소에 대하

여 설치위치, 대피가능시간, 입지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피소의 설치 거리는 지정대피소의 경우에는 해

안가에서 2km 이내에 임시대피소는 해안가에서 600m

이내로 해야 하며, 대피가능시간은 지정대피소는 30분 

이내, 임시대피소는 10분 이내로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대피로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안선과 직각 방향(해일진행방향)

으로 선정을 원칙으로 함, 2) 하천이나 대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대피로 설정, 3) 주민대피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대피행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는 

피할 것, 4) 펜스와 철조망 철거 또는 출입구 증설을 통

한 횡방향이동 최소화, 5) 대피 장소까지의 이동경로를 

지정하는 경우 현장에서 도보를 통한 실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여부 확인, 6) 대피로 상에 있는 교량의 내진

성 확보나 주변 건물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성이 없는

지 확인, 7) 해수욕장 등에서는 대피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도로폭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8) 계단

이나 비탈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대피종합안내판의 경우 주요 출입구마다 

설치하여 방문객도 쉽게 지진해일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상황 발생시를 대비해 야광재질 사

용 등 시안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대피표지판에 대

피로 이동방향, 최종목적지, 남은 거리 등의 정보를 표

시하여야 한다.

한편  ‘대피소’란 용어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대피소 

지정을 기피(여관, 호텔 등 인지못한 상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해일의 위험성을 해안가에 위치

하고 있는 관공서(소방서, 파출소 등)에서 공감하지 못하

고 있는 등 지진해일위험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 등이 

발견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피소’라는 부정적 

의미대신 ‘안전’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해일안

전건물’ 또는 ‘해일안전지역’ 등으로 명칭을 수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피소 인증제 도입으로 

지역주민과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활성화시키

며, 주민 제안들을 통해 지진해일 상황 발생시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

마트폰을 활용한 대피정보 안내 및 로드뷰 개념의 대피

로안내 앱 개발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통해 

삼척항과 주변하천 하천 역상을 막는 수문 및 지진해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진해일에 대

한 구조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대

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안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으

며, 예상치 못한 크기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를 거

두기 어렵기 때문에 비구조적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별 재난대응 매뉴얼은 만들

어져 있지만 지역별 대응체계는 부실한 상황이다. 대피

소, 대피로 등의 선정 및 지진해일안내판 등의 설치 등

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

의 과거 지진해일 피해이력, 해저 및 육상 지형특성, 시

설물 현황, 인구구성 등 지역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줄

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역 구성원 모두가 모여 

논의하여야 한다. 한편 평시 지진해일 방재교육을 통한 

방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서 정기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지진해일 발생가능

성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국민들의 대응능력 향상 위한 시스템을 만들

어야 한다.

한편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기 개발된 지진해일 범

람수치모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년까지 동해에

서의 가상지진해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동해안 주요

항만 및 해수욕장 등 43개소의 지역에 침수예상도를 활

용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를 통

해 지역별 지진해일 침수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방재대

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진해

일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지

진해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대한 실시간 지진해일 

대응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지진해일 대응체계

를 개발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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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과 활용방안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sunami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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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3. 11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동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9의 강력한 지진으로 최대 6~15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2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 발생하

였고 이로 인한 원전시설 파괴 및 방사능 유출로 인접

국인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진해일은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해안재해

로 평시 이에 대한 예비·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지진

해일 방재대책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개념정립 단계를 지나 기술의 안정화 단계에 

도달해 있다. 특히 지진해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본

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진해일 재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1993년 북해도 남서 지진해일 발생

한 이후 지진해일 경계경보 발생 소요시간을 기존 5

분에서 3분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미국도 모든 해안

에 지진해일 재해지도를 보급하고 있고 특히 하와이

와 알래스카에는 지진해일 경보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을 일본이 막아주고 있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동해 해저에 일본 서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해

저 지진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지진해일 안

전지역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741년 

Kanpo 지진해일, 1940년의 Shankotan 지진해일,

1964년 Niigata 지진해일, 1983년 동해중부 지진해

일, 1993년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해일 등 총 5회의 지

진해일이 관측 되었으며 특히 1983년과 1993년 동해

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동

해안 지역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  기상청의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으나 지진해일 발생시 지진해일 도착시간과 지

역별 예상파고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으로는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지역이 침수되는지 정

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피소 지정이나 대

피계획 등의 지진해일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하고 통합적

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강원도 및 경상

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별로 제작된 지진해일 침

수예상도는 과거 이력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등의 불

합리한 부분이 많고 중앙방재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자료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지진

해일 전파 및 범람특성을 고려한 침수예상도 뿐만 아

니라 재난 대응을 위한 재해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지

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지진해일대응시스템

2.1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기상청에서는 동해의 지진해일 감시를 위하여 울

릉도에 해일파고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반

도 인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해일의 

발생여부 및 우리나라에 언제, 어느 정도 높이의 지진

해일이 올지를 미리 계산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

고 있으며,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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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sunami Wave Gauge(KMA)

<Fig. 4>  Evacution Route

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의 발생

이 우려될 때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7.5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이 시스템은 지진해일 파고를 미

리 계산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침수되

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해일 발생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E-30)”을 갖고 

있다. 이는 대형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피

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목적으로 기존 대비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

해발생시 30분 이내에 대피를 완료할 수 있는 대피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대피계획의 주된 

내용은 만일 한반도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기상

청에서 특보를 발령하면 소방방재청에서 5분 이내에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를 시작하며 특보발령 후 30분 

이내에 주민 대피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주민 홍

보·교육·훈련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토록 하

면 실제 재난 상황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 해일위험지구 현장조사
각 해일위험지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차례

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안의 

지진해일침수예상도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점

검 및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통한 지진해일대응시스

템 구축 사업설명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협조자료 

요청, 프로그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협의 등의 지자

체 의견수렴(요구사항 검토)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를 위해 사전에 침수예상도 대상지역별 현황분석, 기

존 해안방재관련 안내시설물 현황 및 분석, 취약지역 

파악(인공위성 자료 활용)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역별로 지정된 지정대피소의 수용가능인

원정보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자료조사 및 현행화 작업이 필요하며 대

피소 안내표지판에 현위치 표기가 되지 않아 대피장

소로의 정확한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대피소 안

내표지판 범례와 지도상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 대피

소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정확

한 대피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한 지구의 경우 대

피소로 지정되어있는 대피소의 지반고가 낮은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대피소 안내표지판이 지진해일 위

험지역인 해안가에 존재하지 않고 간격이 너무 멀리 

<Fig. 1>  Earthquake and Tsunami inform system of 
KMA

<Fig.  2>  Basic concept of "Emergency - 30 Plan"



<Fig. 5> The Maximum Tsunami Wave Height 

Distribution

<Fig. 6> Tsunami Propagation Map  

설치 되어있어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혼란

이 예상되므로 안내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해야 하고,

대피소 안내표지판의 정보가 부족하고 일반 관광객

들이 찾기 어려운 곳이 많으므로 추가 설치 및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며, 성수기에 해수욕장 이용객수가 대피소 수용인

원보다 많기 때문에 성수기에 임시대피소를 추가 증

설하여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

별로 대피소 안내표지판 지도 및 범례가 일치하지 않

으므로 지도 및 범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2.3 침수예상도를 활용한 지진해일 대응계획
현재 각 지자체별로 몇몇지역의 기제작된 지진해

일 침수예상도는 과거현상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등

의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중앙방재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자료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기 개발된 지진해일 범람수

치모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년까지 동해에서의 

가상지진해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동해안 주요항

만 및 해수욕장 등 43개소의 지역에 침수예상도를 활

용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사업에는 동해안 주요항만 및 인구밀집지역 정

밀수치지도 작성, 침수예상도 작성을 위한 영역설정 

및 구성, 지진해일 전파 및 범람수치모의, 지역별 해

일범람 특성 분석, 각 지역별 침수예상도 작성, GIS기

반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은 지진해일 발생정보, 지진

해일 예상도,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피해예상정보, 단

계별 대응절차, 지진해일 재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해일 발생정보에서는 기상청 지진해일 발생정

보와 연계하여 최근 발생된 지진해일에 대한 인접 시

나리오의 도달 예상시간 및 최근 조위데이터를 제공

하며, GIS 맵과 연계하여 전파도 및 침수예상도가 영

상으로 표출된다. 또한 지역별 시설물에 대한 침수정

보(면적, 높이 등)는 피해예상정보에서 제공하고, 사

용자를 위한 지진해일 발생시의 단계별 대응시나리

오와 시도/지자체별 매뉴얼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시설현황, 지진해일 전파도, 침수예상도는 지진

해일 재해요소에서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발생가능 재해에 대한 정확

한 분석을 통해 재해방지 및 저감대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재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국가재난관리

시스템(NDMS)의 한 부분으로서 지진해일대응시스

템이 구축되어 우리나라 지진해일 방재대책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며, 해안지역의 정밀지형 및 수심자료 

DB가 구축되어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해안방재분야

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Fig. 8> Tsunami Disaster Response System

<Fig. 7> Tsunami Hazard Map

3. 결론

지진해일은 태풍이나 황사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재해에 비해 매우 드믄 자연현상으로 재해가 발

생하고 나서 시일이 경과하면 그 위험성을 잊고 방재

대책을 소홀히 하기 쉬우며, 또한 주민이나 여행객들

은 자신이 지진해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립방재연

구원에서는 현장조사 및 침수예상도 작성으로 주요 

지진해일위험지역 분석 및 피해 예측을 통한 대피계

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역량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 판

단된다. 또한, 과거에 지진해일이 내습하지 않았던 지

역이라 할지라도 장래 내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

리 찾아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방

재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동해안지역에 대한 지진해일침수예상도 작성 사업

이 끝나면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지진해일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재해방지 및 저감대책을 제공하는 기반

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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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cale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s for Tsunami

Forces on Vertical Walls

직립벽에 미치는 지진해일 파력추정을 위한 대형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델링

Sungwon Shin1, Marry Beth Oshnack2 ,Daniel Cox3, Yongjoon Cho5, and Kyuhan Kim6

신성원1, Mary Beth Oshnack2, Daniel Cox3, 조용준4, 김규한5

1. INTRODUCTION

Recent Tsunami events plagued coastal 
communities with loss of life and severe damages 
to coastal infrastructure.  This disaster has renewed 
attention paid to the vulnerability of coastal 
communities to tsunami hazards and tsunami 
forces and loading.  Previous to this disaster, few 
research groups have specifically investigated 
tsunami forces and subsequent structural failure 
modes, and many of their findings were based on 
field reconnaissance or small scale experimentation 
rather than large scale testing.  

While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the 
generation and propagation of tsunamis across the 
ocean, research on inundation and tsunami impacts 
on structures is less common.  Wave forces on 
vertical walls have also been the subject of 
research for many years; however, most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at a small scale.  
Ramsden (1996) focused on the impact of 
translatory waves (bores and dry-bed surges) rather 
than breaking waves on a vertical wall at a small 
scale.  However, the instrumentation used in his 
study did not resolve short-duration shock loads, 
and the measured forces and moments should only 
be used for designs related to sliding and 
overturning failures and are not applicable to 
punching failures. Arikawa (2008) showed the 
mechanisms of failure due to impulsive loading by 
tsunamis on vertical concrete walls using 

large-scale hydraulic flume tests. This study also 
used speed and wave profile of the inundated 
tsunami to qualitatively divide surge front tsunami 
force into three types: overflow, bore, and 
breaking. Arikawa (2008) stated that if the height 
of the inundated tsunami is the same then the 
maximum force will increase as the surge front 
transitions from the overflow type to the breaking 
type.  However, the author also stated that it is 
unclear as to how much greater the breaking force 
is and as to where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different inundation types lies.  

The Journal of Disaster Research has also 
recently released a special issue (Volume 4, 
Number 6, December 2009) addressing tsunami 
effects on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The special 
issue contained 14 papers, and those described 
below are of particular relevance to this paper. 
Arikawa (2009)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wooden and concrete 
walls using a large-scale laboratory tank in Japan. 
Oshnack et al. (2009) used a similar large wave 
flume in the United States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small seawalls in reducing tsunami 
forces on a vertical wall. The issue also contained a 
section focused on tsunami force on 3-D structures 
with papers by Arnason et al. (2009), Fujima et al. 
(2009), and Lukkunaprasit et al. (2009). Van de 
Lindt et al. (2009) examined tsunami loading on 
light-frame wood buildings, and Matsutomi 
summarized his previous research on impac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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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riftwood. Yim and Zhang (2009) numerically 
simulated tsunami impact on a vertical cylinder. 

In this study, a modified COBRAS (COrnell 
BReaking wave And Structure) was employ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ata 
measured from the experiment. This model 
includes a mathematical approach based on the 
Volume-Averaged/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VARANS) was developed by Hsu et al. 
(2002) to describe surface wave motions in the 
vicinity of a coastal structure. Even if this model 
has been validated to series of waves with regular 
and random cases over the coastal structures it has 
been rarely tested for tsunami experiments 
including inundation phenomena and impact loads 
on the structures. Hsiao and Lin (2010) tested 
COBRAS for the case of Tsunami wave impinging 
and overtopping a seawall to compare its results 
with small scale experimental data. They showed 
that the COBRAS predicted dynamic net wave 
force well except the air entrainment case.

This paper describes a large-scale experiment 
conducted at Oregon State University's O.H. 
Hinsdale Wave Research Laboratory and numerical 
simulation using COBRAS for tsunami bores 
impacting a rigid wall at three cross-shore locations 
and uses essentially the same setup described in 
Oshnack et al. (2009).

2. EXPERIMENT

2.1 Experimental Setup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in the Large 

Wave Flume (LWF) at the O.H. Hinsdale Wave 
Research Laboratory at Oregon State University.  
The flume was 104 m long, 3.7 m wide, and 4.6 m 
deep. It is equipped with a piston-type wavemaker 
with 4 m stroke and maximum speed of 4 m/s, 
capable of generating repeatable solitary waves.  
Beginning at the wavemaker, the bathymetry was 
comprised of a 29 m flat section, followed by 26 m 
of impermeable beach at a 1:12 slope, followed by 
a horizontal flat section (reef, hereafter) raised on a 
2.36 m high false floor. The specimen (vertical 
wall) was moved to three different cross-shore 
locations along the 30 m long reef. Fig. 1 shows 
the overall dimensions of the wave flume and the 
three x-locations of the test specimen.

Ten resistance-type wave gages and four 
ultrasonic wave gages were mounted along one 
side of the flume wall to measure variations in the 
water surface level. Four acoustic-Doppler 
velocimeters (ADVs) were also mounted along the 

side of the flume at x-positions of 43.3 m, 47.0 m, 
54.2 m, and 57. 9 m.  ADVs (Nortek Vectrino) 
collected wave particle velocities for comparison to 
numerical models. The locations for all of the 
above flume instrumentation are shown in Fig. 1.

The specimen was equipped with four uni-axial 
donut-shaped load cells with a capacity of ± 20 kip 
(± 89 kN). There was one load cell on each corner 
of the aluminum wall. They were mounted between 
a plate on the aluminum wall and a clip bolted to 
the flume wall specifically designed to hold the 
load cell in place. In this arrangement, the load 
cells measured horizontal forces on the wall.

2.2 Experimental Procedure and Data Analysis
All data were recorded and stored using a 

National Instruments 64-channel PXI-based 
real-time data acquisition system. The software 
used to control the data acquisition process was 
LabVIEW 8. Hydrodynamic data (free surface 
displacement and velocity) were collected with a 
sampling rate of 50 Hz. Force and pressure data 
were collected with a sampling rate of 1000 Hz. 

The goal of the experiments was to obtain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tsunami force on 
the specimen as a function of wave height at three 
given x-locations. In the experiments, nominal 
wave heights ranged from 0.40 m to 1.2 m, and the 
target wave height, H was incremented by 0.10 m 
on every trial. 

3. NUMERICAL SIMULATION

COBRAS was developed by Lin and Liu (1998) 
and is based on the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equations with a modified 
k-ε turbulence closure model for turbulent flows. 
Since this is a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 it 
has been tested to simulate turbulence and vorticity 
for breaking wave cases such as the surf zone. Hsu 
et al. (2002) modified this model using 
Volume-Averaged/Navier-Stokes equations to 
improve the prediction of surface wave motions 
near the permeable structure.  Their model was 
used to predict the flow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orous medium. In the current study, a 
VARANS-equations-based model was used to 
predict the tsunami hydrodynamics of the 
large-scale experiment.
The model domain for COBRAS consisted a 
portion of the wave flume. Waves were initially 
generated at the location of the wave gage 1 by 
internal function for solitary wave as an inflow 



boundary condition. A fixed grid size was 
introduced with 5 cm × 5 cm. The total number of 
meshes was 1600 × 100. In the present model 
comparison, the modified k-ε turbulence closure 
model (nonlinear eddy viscosity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turbulent parameters. The model 
run for some cases of H = 0.8 and 1.2 m.

4. RESULTS

Fig. 2 shows the numerical comparisons to load 
cell data.. Pressure data at each grid from the 
COBRAS result were integrated to estimate force 
acting on the wall. It is found that the model results 
well predicted the force on the wall as a function of 
time. Even if the impulse load in Fig. 2 (a) was 
slightly underestimated by COBRAS, prediction 
became more accurate as the wall move further 
than the shoreline. Since the vibration of the wall 
by wave impact force only happened in the 
experiment, the small discrepancy might be shown 
in numerical simulation. Overall, the COBRAS 
estimated impulse load well on vertical wall.

Fig. 3 shows the force acting on the specimen as 
a function of cross-shore position.  COBRAS 
results for the case of H = 1.2m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Note that at x=7.1 m 
the estimated force by COBRAS under-predicts the 
force measured by the load cell for the impulse 
regime.  However, as the wall was moved further 
back onto shore, the COBRAS results matched 
well with the data collected the experiment because 
the effect of impulse force became weaker. When 
the wall was located at the cross-shore position 
closest to the still water shore line (x=7.1 m) the 
forces were the greatest, and the force peaks were 
the sharpest (shown by Fig. 2).  As the wall was 
moved landward from the still water shore line, the 
peak of the impact force peaks were less sharp and 
the impact forces decreased. Fig. 3 shows that this 
trend held true over the range of wave heights 
tested in this experiment.  The error bars in Fig. 3 
were based on the standard deviation of 25 points 
before and after the peak impulse force.  In other 
words, the force profiles with the most drastic 
peaks had the largest error bars.  In our experiment, 
the sharpest force peaks occurred when the wall 
was located at x=7.1 m under the largest wave 
heights.

5. CONCLUSION

A large-scal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sunami force as a function of 
cross-shore distance. It was found that the 
force-time history exhibited a sharp impulsive peak 
followed by a sustained force. COBRAS, the 
RANS type model was validated by experimental 
data in terms of tsunami force on the wall. The 
pressure data at each grid cell in the computation 
result were integrated along the wall in order to 
estimate the load time history acting on the wall. 
When the force peaks were less sharp (either a 
smaller wave, or a cross-shore location further 
from wave breaking) the integrated pressure by 
COBRAS and measured force profiles agreed more 
closely. An exponential decay in force was found 
as the wall was moved further onshore and the 
incoming wave transitioned from an impulsive load 
to a quasi-steady bore. COBRAS simulation 
showed similar trend to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erms of cross-shore variation of impulse load on 
the vertical wall. COBRAS underestimated 
impulse load when the wall was located closer to 
the shoreline and showed better results when the 
wall was far from the shoreline. Therefore, the 
COBRAS simulation in this kind of large-scale 
experiment might need to be careful to predict 
impulse load when the impact force is sharp and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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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방재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tsunami disaster prevention system

조용준1, 나동규2

  Yong Jun Cho1, Dong Gyu Na2 

1. 서론

지진해일은 지진으로 인한 해저지형의 갑작스런 변

형으로 야기되며 이렇게 생성된 파형은 시속 수백 킬로

미터의 빠른 속도로 개방해역으로 전파된다. 연안에 도

달한 지진해일은 쇄파과정을 거치나 여전히 세력을 유

지한 단파의 형태로 내륙 깊숙이 진행될 수 있어 상당

한 파괴력을 지닌다 (Lin, 1985; Lin과 Tung, 1986).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그 동안

의 통설과는 달리 한반도도 지진해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최근 확산되는 추이로 이러한 움직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로 인한 후

쿠시마 원전의 파괴로 결정적 계기를 맞이한 듯하다.

특히, 냉각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그 동안 연안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원전 인근 지역사회

의 불안감은 최근 비등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

진해일에 대한 내구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최근 여러 가지 방재시스템이 검토되고 있으나 지진해

일의 처오름을 제어하기위해 과도한 첨단고가 불가피

한 고전적 차수시스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요

구된다. 최근 wave energy vision사는 파력발전을 목적

으로 제체내에 대규모 유수실이 거치된 새로운 형태의 

경사제를 제안하고 이를 SSG [Sea Slot Con]라 명명한 

바 있다. SSG는 소규모 파력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구

조적 내구성이 담보된다면 처오름 높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연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우리나라 원

전시설의 심미적으로 수월한 지진해일 제어시스템으

로 차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제안된 SSG의 

처오름 저감효과를 강건한 파랑모형인 Navier Stokes

식을 차용하여 수치적으로 규명하였다. 전술한 파랑모

형의 수치적분은 가장 정교한 수치기법인 VOF 법을 근

거로 수행되며 수치모형의 검증작업은 규칙파와 불규

칙파의 처오름 과정을 수치모의하고 처오름 높이에 대

한 수리모형에 기초한 경험식을 토대로 진행된다. 우리

나라에 내습할 수 있는 지진해일고의 정량적 평가를 위

해 오키나와 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우리나라 

서해를 통한 전파과정을 수치모의 하였다. 이어 SSG의 

지진해일의 처오름 저감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먼

저SolitaryWave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이어 Boussineq

식의 해석해에 기초한 Solitary wave가 관측치에 비해 

처오름 높이가 작다는 비평가 지진해일 내습 시 초기에

는 수위가 일정량 감소하는데 Solitary Wave에는 이러

한 수리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관성력의 저하

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초기수위 강하를 포함

하는 Leading Depression N Wave [LDN]으로 확장된다.

2. 우리나라 서해안에 내습할 수 있는 지
진해일의 전파특성 

본고에서 다루는 새로운 개념의 지진해일 방재시스

템 개발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내습할 수 

있는 지진해일의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서의 전파특성

을 수치모의하였다.

가장 강건한 지진해일모형인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기본방정식으로 사용하였으며 경계조건으로는 개방경

계의 경우 에너지 흡수 경계조건, 각 영역사이의 내부

경계에서는 동적연계기법을 사용하였다 (Yoon, 2002).

기본방정식은 ADI 기법을 활용하여 차분하였으며, 지

진해일의 초기 파형은 Manshinha와 Smylie (1971)의 

Green function method에 의해 산출하였다. 진앙 깊이,

융기부의 폭과 길이, 융기고는 지진 규모와 융기부 면

적, 융기고간의 경험적 관계식과 Aida (1984) 모형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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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 19분후  지진발생 53.3분후

지진발생 257분후     지진발생 354분후

용하여 각각 2km, 30km, 90km, 760cm로 선정하였으며 

주향각 [strike angle], 단층경사각 [slip angle], dip

angle은 각각 , , 로 선정하였다. 지진발생

시 초기 해수면형상은 해저면의 수직변위의 움직임과 

같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초기 해수면형상을 산출하였

으며 (Manshinha 와 Smylie, 1971) 단층의 면적이 수심

에 비하여 넓고, 단층의 파쇄에 의해 해저 지반의 융기

가 5초 이내로 순간적으로 진행되면, 해저지반의 상승 

및 하강 변위량을 그대로 수면의 초기파형으로 둘 수 

있다 (조용식 과 이호준, 2002).

<Fig.1> Sequential snapshots of the instantaneous water 
surface profile as a tsunami propagates into the Yellow Sea 

Fig. 1에는 수치적으로 모의된 지진해일의 전파과정

을 도시하였다. 지진해일 발생 후 60여분 경과 후 선도

파랑이 제주도 동해안에 도달하기 시작하며, 약 90분 

경과 후 우리나라 남해안에 내습하기 시작하며 이는 대

피시간 부족으로 인해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약 100분경과 

후 제주도 서측 해안에 북단과 남단에서 각각 회절되어 

입사되는 파랑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본방정식

기본방정식으로는 가장 강건한 파랑모형인 Navier

Stokes 식과 질량보존식을 사용하였으며 고정 계산망

에서 고형물의 기하학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부분면

적계수, Af와 Vf를 활용하여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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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밀도,는 유속, 는 점성과 난류에 성분 
전단응력, F는 부분 유체 함수로 유체 내에서는 일의 값

을 지니며 그렇지 못한 경우 영의 값으로 수렴된다. 자

유수면을 지니는 검사체적에서 평균을 취하는 경우 부

분 유체함수는 영과 일 사이의 값을 지니며 계산망을 

통해 유체가 유동하는 경우 시공을 통해 상이한 값을 

지니게 된다. (1)과 (2)에 기술된 동수역학 모형은 정교

한 수치기법인 VOF (volume of fluid) 기법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하였다.

4. 수치검증 

전술한 수치모형의 검증을 위해 규칙파와 불규칙파

의 사면을 통한 처오름 과정을 수치모의하였다. Fig 2.

에 도시된 수치수조의 제원은 길이 230m, 수심 12m, 폭 

20m이며 수조의 우안에 사면경사가 30° 인 구조물을 

거치하여 처오름을 유도하였으며 도시된 계산영역은 

총 200만여 개의 절점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Fig.2> Definition sketch of a numerical wave flume for 
the verification

수치모의에 사용된 파랑의 제원은 Table 1 에 수록하

였으며 파랑은 방파제 전면에서 150m이격하여 설치된 

wave paddle를 사용하여 조파하였다. Fig.3 과 Fig4에

는 규칙파와 불규칙파를 대상으로 수치모의된 처오름 

높이를 각각 도시하였다. 규칙파의 경우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불규칙 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관측되며 정현파에 비해 처오름 높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List of wave conditions

Case Hs[m] Tp

Run M1 3 7

Run M2 3 8

Run M3 3 9

Run M4 3 10

Run M5 3 11

Run M6 3 12

Run R1 3 7

Run R2 3 8

Run R3 3 9

Run R4 3 10

Run R5 3 11

Run R6 3 12

<Fig.3> Variation of Run-up Height with period under 
regular waves (black solid line: Hunt with no reflection, 

gray solid line: Zanuttigh and Van der Meer with 
reflection, circle: this study)

<Fig.4> Variation of Run-up Height with period under 
random waves (black solid line: Van der Meer and  Janssen 
with no reflection, gray solid line: Zanuttigh and Van der 

Meer with reflection, circle: this study)

이러한 현상은 불규칙 파군에서 흔히 관측되는 성분파

랑간의 phase mixing에 기인하며, 이미 연안공학계에 보고

된 바 있다. 또한 수리실험식에는 다루는 가 초과확률

이 2%인 처오름 높이를 나타내나 본고에서 수행한 총 모의

시간은 120초 내외로 충분한 sample space를 확보할 수 없

어 총 모의기간에 관측된 최대 처오름 높이로 취한 결과로 

보이나 전체적인 일치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지진해일의 처오름 높이 저감효과

5.1 LDN Wave와 Solitary Wave의 조파      
LDN Wave와 Solitary Wave의 안정적 조파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대칭인 수조를 만들어 LDN Wave와 

Solitary Wave를 동시에 조파하였다.

모의에 사용된 수치수조의 제원은 가로 600m, 폭20m,

높이 45m로 Fig 5에 도시하였다. 도시된 계산영역은 총 

124만 여개의 절점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Fig.5> Definition sketch of a numerical wave flume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sunami

모의결과 조파된 Solitary Wave의 파형은 비교적 안

정적인 모습을 지니며 이행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9m

의 경우 수심대비 파고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쇄파과정

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LDN Wave와 Solitary Wave의 처오름 양상을 비교

하면  Solitary Wave의 경우 Wave 접근 시 초기 수면 

강하 현상이 없었으나 LDN Wave 경우 초기 수면 강하 

현상이 관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진해일 내습전 예외

없이 관측되는 일시적 해안선 전진을 LDN을 활용하는 

경우 모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2 SSG의 지진해일 처오름 높이 저감효과 
Solitary Wave와 LDN Wave의 수리특성을 비교한 

결과 LDN Wave에서 처오름 높이가 더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Solitary Wave을 활용하는 경우 지진해

일로 인한 최대 처오름 높이가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복합반

면 및 유수실에 따른 처오름 저감 효과의 보수적 평가

를 위해 지진해일은 LDN Wave에 기초하여 모의하였

다. 계산영역은 Fig. 6에 도시하였다. 수치모의에 사용된 



복합 단면은 조용준 등 (2010)이 파력발전 방파제로 제시

한 Hybrid Breaker를 사용하였으며 Hybrid Breaker의 제

원은 가로 63.69m, 폭20m, 높이 29.9m이며 총 3개의 유수

실로 구성된다. 구조물 전면은 경사 30도로 유지하였다.

<Fig.6>  Schematic sketch of numerical wave flume to 
study the reduction of run up height due to water chamber 

(a) Uniform slope

(b) SSG
<Fig. 7> Snapshot of numerically simulated water surface 

profile (H=5m) 

(a) Uniform slope

(b) SSG

<Fig. 8> Snapshot of numerically simulated water surface 
profile (H=6m) 

<Table 2> List of numerically simulated Run-up height

Uniform slope SSG

LDN Solitary LDN Solitary

5m 18.2m 15.4m 17.9m 15.3m

6m 22.7m 19.8m 21.5m 18.4m

 5.3 수치모의 결과
수치모의 결과 지진해일고 5m의 경우 복합단면 및 

유수실이 있는 경우 처오름 높이는 17.9m, 지진해일고 

6m의 경우 처오름 높이는 21.5m로 모의되었다. 복합단

면 및 유수실의 지진해일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경사부로 구성된 사면의 경우도 수치모의하였

으며 모의결과 5m의 경우 약 13%, 6m의 경우 10%정도

의 처오름 저감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진해일이 거칠어지는 경우 처오름 

과정에서의 유속이 증가되면 이러한 관성력의 증가는  

유수실로 유입되는 유량이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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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를 역상하는 지진해일의 전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Tsunami Induced

into a River Mouth

허동수1, 이우동2, 미즈타니 노리미3

Dong-Soo Hur1 , Woo-Dong Lee2 and Norimi Mzutani

1. 서   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방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

본에서조차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경 동북지방

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

으며, 그에 따른 재해정도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 지진

은 북위 38도 동경 142도에 위치한 해저 24.4km지점에

서 3개의 판이 충돌하여 발생한 규모 8.9의 강진이었다.

그 여파로 발생한 10m에 이르는 지진해일이 동북지방

의 연안을 내습하여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정부는 그러한 극심한 피해

의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는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고, 지

반고가 낮은 해안지역에서 크게 나타난다. 또한 Photo

1과 같은 하구지역에서는 단면변화로 인한 해일고의 

상승과 더불어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 때문에 하천변을 

따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천

유역은 역사적으로 4대 문명의 발생지이자 많은 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현재에도 많은 주요 산업

시설 및 주거지가 하천변을 따라 건설되어 있음으로 하

구유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방재대책이 요구된다(Abe,

1986).

현재까지 하천을 역상하는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단면적 변화에 관한 Green의 법칙을 이용

한 지진해일고의  산정, 장파 방정식을 적용한 2차원 평

면모델을 이용하는 경우(Tanaka et al., 2012), 그리고 

현장조사(Abe, 1986)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 

와서 N-S 방정식을 이용하는 3차원 수치모형실험(허동

수 등, 2011)이라든지, 3차원 수리모형실험들이 행해지

고 있지만 대부분이 단면적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흐름에 대

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a) Before tsunami (January 16, 2011)

(b) Post tsunami (March 14, 2011)
<Photo. 1> A mouth of the Kitakami river, Japan (source: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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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olitary wave Current

Hi (cm) Vc (cm/s)

1
3

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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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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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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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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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9 20

<Fig. 1> Definition sketch of  3D wave basin used for hydraulic model tests on interaction between solitary wave and curren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

하여 흐름이 존재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진해일의 

전파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리모형실험의 개요

2.1 수리파동수조의 개요
Fig. 1은 3차원 수리모형수조(길이  27m, 폭  11m, 깊

이 0.75m, 수심 0.4m)에 설치된 하구의 모형과 실험 장

치들의 구성 및 배치를 나타낸다. 지진해일은 하구에 

직각으로 입사하도록 배치하였다. 하천의 흐름은 5개

의 수중펌프로 발생시켰으며, 유속의 조절을 위하여 밸

브를 설치하였다. 안정적인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소파제를 통과시킨 후 하천으로 유입시켰으며, 동 

소파제는 하천으로 유입하는 파의 반사를 제어하는 기

능도 함께 가진다.

2.2 수리모형실험의 조건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사파는 지진해일의 형상과 유사한 

고립파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사조건으로는 고립파의 

파고(Hi) 3, 5, 7cm, 하천유속(Vc)은 0, 10, 20cm/s를 적

용하여 총 9경우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사

항은 Table 1에 나타낸다. 또한 흐름이 존재하는 실험

의 경우에는 먼저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일정시간의 경

과 후, 안정된 흐름을 확보한 다음에 파를 발생시켰다.

수면형의 측정은 하천입구부터 상류방향으로 39지

점을 12cm간격으로 468(12×39)cm의 영역에서 측정하

였다. 유속의 측정은 하천의 입구로부터 150cm, 하상으

로부터 0.5cm의 저면유속과 하천입구로부터 300cm, 하

상으로부터 15cm 지점의 유속을 취득하였다. 유속은 x,

y방향 성분(u, v) 유속계와 x, z방향 성분(u, w) 유속계를 

이용하여 3차원적 연속 수면형 자료를 확보하였다.

<Table 1> Incident conditions for hydraulic model tests



(a) Horizontal velocity

(b) vertical velocity

<Fig. 3> Comparison of time-distribution of velocities 
according to variation of solitary wave height

(a) Horizontal velocity

(b) vertical velocity

<Fig. 4>  Comparison of time-distribution of velocities 
according to variation of incident velocities from a river

3. 수리모형실험의 결과

3.1 해일고의 분포특성
Fig. 2는하천유속의 변화에 따라 역상하는 지진해일

고의 분포를 나타내며, 해일고는 하구부터 468cm의 영

역의 값이다. (a)는 입사파고가 3cm, (b)는 입사파고가 

5cm일 경우이다. 여기서 해일고는 입사파고(Hi), 거리

는 고립파의 유효파장(Leff)에 대해서 무차원화하였다.

Fig. 2로부터 하천의 입구에서는 단면적이 좁아짐에 따

라 모든 경우에서 해일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한 파

고분포와 달리 해일고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Lee et al., 2011). 이 같은 현상은 장

주기파인 지진해일이 가지고 있는 유속특성으로 인하

여,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흐름과 흐름의 

상호작용에 가깝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Hi=3cm

(b) Hi=5cm

<Fig. 2> Distribution of tsunami height according to 
tsunami propagation induced into a river mouth

이상에 근거하여 하천을 역상하는 고립파의 해일고

는 하천의 흐름이 클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 

하천변의 피해를 더욱 증가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3.2 유속의 분포특성
Fig. 3은 고립파의 입사파고에 따른 저면유속의 시간

분포로서 하구로부터 150cm, 바닥으로부터 0.5cm지점

의 결과이다. (a)는 수평유속, (b)는 연직 유속을 각각 나



타낸다. 여기서 각각의 유속은 장파의 파속( )으로 

무차원 하였다.

Fig. 3의 (a) 수평유속분포로부터 모든 경우에서 조파

된 파가 4sec 이후에 최고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입

사파고에 상응하는 유속의 크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의 연직유속분포는 수평유속의 최고치가 나타

난 후, 조금의 변동이 있을 뿐 거의 연직유속은 발생하

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이상적인 고립파 산정식

의 값(Grimshaw, 1971; Fenton, 1972; Goring, 1978)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Fig. 3 (a)에 나타내고 있는 수평

유속의 시간분포를 살펴보면, 파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파고가 클수록 수평유속의 최대치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

Fig. 4는 하천흐름과 고립파의 상호작용에 의한 저면

유속의 시간분포로서 하구로부터 150cm, 바닥으로부

터 0.5cm 지점의 결과이다. (a)는 수평유속, (b)는 연직 

유속을 각각 나타낸다.

Fig. 4의 (a)로부터 하천의 흐름이 존재함에 따라 고

립파의 유속이 하천으로부터 유출되는 역방향의 흐름

과 합성되어 수평유속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천의 흐름이 존재할 경우, 하구를 향하

는 유속(음의 방향)의 변동 폭이 하천유속의 영향을 받

아 더욱 커지는 반면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방향(양의 

방향)의 유속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되는 유속들로 인하

여 변동 폭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의 연직유속

분포에는 서로 대립하는 흐름에 의해 연직유속이 발달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저면유속에서는 이와 같은 결

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면이 아닌 중간층

에서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고립파의 유속과 하

천의 유속으로 인하여 연직유속이 발달하며, 이 같은 

현상은 Fig. 2의 파고분포도에서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 

파고가 상승하는 현상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게다가 

하천의 흐름이 존재할 경우 고립파 유속의 최고치가 나

타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진행하

는 고립파에 있어서 하천의 유속은 일종의 저항으로 작

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을 대상으로 하는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하천을 역상하는 지진해일의 전파특성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파고분포에 있어서는 고립파가 가지는 유속

분포의 특성으로 인하여 하천의 유속이 커질수록 상호

간섭에 의하여 해일고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수

평/연직유속분포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파고가 커질수

록, 하천 유속이 커질수록 고립파 유속의 변동 폭이 커

지며, 또한  파고가 커질수록, 하천 유속이 작아질수록 

고립파 유속의 최고치가 발생하는 시점이 빨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하천을 역상하는 지진해일에 있

어서 하천흐름은 해일고 및 유속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구지역을 역상하는 지진

해일의 해석을 위해서는 하천흐름의 영향을 필히 고려

하여야 할 것이며, 재해 방지를 위하여 더욱 다양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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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남해의 지진에 의한 쓰나미의 제주도로의 전파

Propagation of Tsunami Wave Generated from Nankai Trough

최병호1, 윤성범2, 조용식3, 김경옥4

Byung Ho Choi1, Sung Bum Yoon2, Yong-Sik Cho3 and Kyeong Ok Kim4

1. 서론

탐라지는 1653년(효종4년) 제주목사 이원진이 편찬

한 읍지로써, 제주환경에서부터 17세기 중엽의 제주도

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텐

리대의 금서문고(일본인 今西龍씨가 일제 강점기 수집

하여 기증한 금서춘추도서)에서의 증보 탐라지 (건·곤 

합본)가 일본 동경대 쓰지 요시노부교수에 의해 발굴되

어 중보판(건)에 숙종 33년(1707) 10월에 지진해일이 제

주도에서 관측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증보판은 적어도 숙종 이후 18세기 중반 (영조 23

년, 1747) 익명노인 (anonymous oldman)에 의해 기술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과학용어로써 놀랍게도 

『지진해일』이 언급된 바 1707년 일본 남동해의 연동

지진 (Jointed earthquake)인 Hoei지진(쓰나미파고 

12m)과 관련된 것으로 쓰지교수는 보고하였다(당시 추

정되는 시고큐의 남측 태평양연안의 지진해일은 

10~25m임). 최근 일본 정부는 서남부 난카이 해구에서 

9.0규모의 연동 지진 발생시 하마오카원전은 21m 쓰나

미(18m증고 방파제 공사중), 토요하시는 20.5m, 고치

는 14.7m 시고쿠의 남서단 구로시오에서는 34.4m, 구

주남단 미야자키에서는 14.8m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

정된 정부발표는 전회(2003년)의 추정최대파고 20m이

하를 휠씬 상회하며 앞으로 수십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

로 예단하였다.

2011년 동북부지진해일의 한 갈래는 남서측으로 전

파하여 구주남단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절하여 제주도

와 남해안에 파급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1707년의 파급

양상과 앞으로 예측되는 서남해지진의 파급양상도 유

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시뮬레이션에 의한 파

급양상을 제시하였으며 일본 남해의 가상지진 시뮬레

이션 범위를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확장시키고 최근의 

진원 파라메터를 적용한 지진해일시뮬레이션 초기결

과를 제시한다.

2. 가상 지진해일

2.1 도쿄도 가상 지진해일
과거 도쿄도에서는 위험지도 작성, 피난유도 시스템

의 정비 등의 지진해일 대책 및 방재계획을 위한 근거

로 다음 4가지 경우의 지진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http://www.bousai.metro.tokyo.jp/japa

nese/tmg/tsunami.html)

1) 가상 토카이 지진

2) 가상 토난카이, 난카이 지진

3) 1, 2의 연동 지진(jointed earthquake)

4) 가상 칸토 지진

1번 지진은 중앙방재회의 (http://www.bousai.go.j

p/jishin/chubou/tokai/index.html)에서 결정되었고,

2번은 1707년 Hoei지진해일(Aida, 1981)를 기본으로하

여 원자력기관의 지진해일평가기술보고서에 사용되는 

지진단층모델이다. 4번 지진은 다이쇼 관동지진을 기

본으로 가정되었다. Fig. 1은 도쿄도의 가상지진 중 3번 

가상지진단층으로부터 계산된 초기 지진해일파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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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일본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모델 검토회에서 제시한 11개 가상지진해일 초기파형

<Fig. 1> 도쿄도의 3번 가상지진의 초기해일파형

2.2 일본정부 발표 가상 지진해일
최근 일본남해 지진의 발생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지진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내

각부)에서는 난카이해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대지진

을 예측하기 위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예상 지진단층 정

보와 지진해일고의 분포도를 발표하였다. (http://ww

w.bousai.go.jp/jishin/chubou/nankai_trough/nanka

i_trough_top.html)이 계산에 사용된 수치데이터는 재

배포금지의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의 단층모델을 검토하기 위

해 난카이트로프에서 발생했던 과거 지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트렌치형 지진의 단층모델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연안지진,

2010년 칠레지진, 2004년 수마트라 지진과 같은 최근 

거대지진의 분석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지진해일단층모

델의 slip영역의 크기 등에 관한 특징을 조사하여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해일 단층면에는 해일 단층의 평균 slip의 2배 이상

의 대슬립영역이 있으며,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지진의 경우 해일 단층면보다 비교적 얕은 쪽

에 위치하였다.

2) 대슬립영역 안에 더 얕은 트로프부근에 평균 slip의 

4배 정도의 초대슬립영역이 있을 수 있다.

3) 대슬립영역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0%정도에 1~2

개 존재한다.

4)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연안지진의 경우 초대슬립

영역이 전제 면적의 약 5%정도 이다.

2.3 지진해일의 초기수위
지진해일의 초기수위는 Okada(1992)의 단층모델로

부터 다음 2가지의 변화량의 합으로 가정하였다.



1) 단층운동에 의한 연직 방향의 지각변동(Uz)

2) 단층 운동에 의한 수평 방향의 지각변동으로부터 

경사해저면에서 발생하는 연직 방향의 지형변화

(Uh)

초기수위=Uz+Uh

∂
∂

∂
∂

Ux,Uy,Uz: x, y, z 방향의 지각 변동량 (Okada, 1992)

<Fig. 3>  단층 운동에 의한 수평 방향의 

지각변동으로부터 경사해저면에서 발생하는 연직 

방향의 지형변화 (Uh)

3. 지진해일 수치모델

수치모델은 Princeton Ocean Model의 external

mode를 이용한 2차원 비선형 천수방정식(Oey, 2005)

을 이용하였으며, 일본, 한국 및 중국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Fig. 6)을 1분격자(약 1.8km)로 구성하였다.

<Fig. 4> 11개 케이스의 최대계산파고

Fig. 4는 일본정부에서 제공한 11개 케이스에 대하

여 계산결과 중 최대 해일파고의 분포를 나타내며, Fig.

5는 일본 남쪽 연안에서 계산된 최대해일고를 나타낸

다. 검은 선은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최대예상해일고 이

며, 1분격자모델보다 최대 2배 큰 값을 가진다. 시코쿠 

코치의 서쪽에 위치한 구로시오에서 최대 34.4m의 해

일을 예상하였는데, 본 성긴격자계산으로는 약 20m 미

만의 해일고가 계산되었다.

<Fig. 5>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최대예상해일고(│) 및 

1분성긴격자모델로 계산된 최대해일고(+)

<Fig. 6>  제주도(+) 및 남해안(+)의 최대계산파고



<Fig. 7>  도쿄도의 3번 가상지진으로 산정된 제주도 및 남해안으로의 지진해일 전파

이는 격자해상도, 수심데이터 및 수치모델의 차이로 

추정된다. 특히 본 모델은 wet-dry가 고려되지 않은 광

역모델로 둥지화 기법을 통한 수m단위의 상세모델(이 

경우 해안역 상세수심DB접근의 어려움)로 계산할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Fig. 6는 제주도 

남측과 남해안에서 계산된  최대해일파고를 나타낸다.

제주도에는 최대 약 90cm의 해일고, 남해안은 약 60cm

의 최대해일고가 예상되며, 한국측 역시 상세격자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자세한 피해예측이 추후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Fig. 7은 일본 남해에서 발생한 지진이 제

주도 및 남해안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진 발생 후 제주도는 약 3.5시간, 남해안은 4시간 후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토의

일본정부에서 제시한 가상지진의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에 전파되는 지진해일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일본남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남서쪽으로 전파

되어 규슈남단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절하여 제주도와 

남해안에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1년 동일본지진 

및 증보탐라지에 기록된 1707년의 Hoei지진해일 또한 

유사한 파급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지진해일에 의한 피

해는 일본이 입을 막대한 피해보다는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예측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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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수마트라 지진해일의 Lhok Nga 해안 쌍둥산에서의 

3차원적 Runup시뮬레이션

3 Dimensional Runup Simulation of the 2004 Indian Ocean Tsunami

on the Lhok Nga Twin Peaks

김동철1, 김경옥2, 최병호3, 김경환4

Dong Chul Kim1, Kyeong Ok Kim2, Byung Ho Choi3 and Kyung Hwan Kim4

1. 서론

한국해안해양공학회는 2005년 수마트라 지진해일파

고사후조사를 7회에 걸쳐 수행하였는데, 수마트라 섬

의 Banda Aceh에 인접한 Lhok Nga항도 수차례에 걸

쳐 방문하였다.

Lhok Nga의 시멘트공장 사이로의 침수, 대형 바지

의 좌초등은 당시 사진 및 비디오화면으로도 전 세계적

으로 잘 보고되었다. 이곳은 당시 한국인 공장장부부가 

실종 사망한 곳인데 가장 높은 쓰나미 파고가 발생한 

곳이다. 당시 요코하마 대학교수 시바야마 교수는 쌍둥

산(Labuhan Hill과 Ritieng Hill)의 중간 부분의 쓰나미 

높이가   40m이상인 것을 보고하였으며 후에 프랑스의 

Lavigne 교수팀은 최대 쓰나미 파고가 35m, 쌍둥산 중

간의 치올림 파고는 51m까지로로 보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관측된  쓰나미로서는 가장 

큰 쌍둥산 중간부를 넘어가는 이 쓰나미 사상을 

FLQW3D를 이용하여 3차원적 차올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일련의 특수지형에서의 높은 쓰나미파

고산정은 통상적인 2차원, 준 3차원 또는 비정수압항·

준3차원 모형들을 이용하면 신뢰성 있는 재현이 불가

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2. 2004 수마트라 지진해일

지진해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적합한 단층모델

을 확보하여 초기조건의 정확성을 올리는게 가장 중요

하다. 2011년 동일본지진의 경우 태평양 및 일본연안 G

PS 부이 등의 관측시계열 자료가 존재하여 육상에서 관

측된 지진파등으로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단층모델을 

검증이 어느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4년 수마트라 지진해일의 경우, 여러 연구

자들이 상이한 단층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단층이 실제

와 가장 유사한지 검증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Poisson et a

l.(2011)은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중 5가지의 단층자료를 

기반으로 지진해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인도양에서의  

Jason-1위성자료의 SSHA와 비교를 통해 검토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U.S. Geological Survey (USGS)의 유한

단층모델(Finite Fault Model)을 이용하여 연안관측점과

의 비교를 통해 지진해일의 초기조건을 구성하였다. U

SGS의 유한단층모델은 15km x 12km의 단위격자크기

로 총 30*15개의 격자로 구성되었고, 각 격자마다 단층

의 깊이, slip거리, rake, strike 및 dip각의 변수로 구성되

어있다. 각 격자가 하나의 단층이라고 가정하고 각 격자

에 대한 수평 및 수직변위를 Okada(1992)의 단층모델로 

계산하여 합하였다. 지진해일의 초기수위는단층운동으

로 인한 연직 방향의 지각변동과 단층 운동으로 인한

수평 방향의 지각변동으로부터 경사해저면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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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 방향의 지형변화의 합으로 가정하였다. (Fig. 1)

<Fig.1> USGS의 FFM으로 산정된 지진해일 초기파형(m)

<Fig. 2> D1 & D2 계산 도메인

3. 지진해일 전파모델

수치모델은 Princeton Ocean Model (Oey, 2005)을 

이용하였으며, 총 5개의 둥지화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3분, 1분, 12초, 3초, 1초의 해상도를 갖고, 1:3 또는 

1:5의 단방향둥지화 기법을 이용하여 쌍둥산까지 지진

해일전파를 모의하였다. Fig. 2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계산 

도메인을 나타내며, 각각 USGS의 FFM으로부터 계산된 

지진해일 초기파형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계산을 수행하

였다. 첫 번째 도메인의 경계는 방사조건으로하여 남쪽 

및 서쪽으로 파가 전파되게 하였고, 두 번째 도메인은 지

진해일 초기파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도메인의 

계산값을 적용하여 계산영역 외부에서의 반사파 등의 효

과를 고려하였다. Fig. 3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도메인

의 영역과 수심 구조를 나타낸다.육상표고자료는 위성자

료로부터 산정한 ASTER 1초간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도메인의 경우 Wet-dry 스킴을 적

용하여 범람을 고려하였다. Fig. 4에는 전파모델의 다섯 

번째 도메인에 사용된 표고 자료를 실제로 촬영된 쌍둥

산의 사진과 같은 각도로 비교하였다.

<Fig. 3>  D3, D4 & D5 계산 도메인

<Fig. 4> 쌍둥산의 사진과 D5의 지형의 3차원뷰



<Fig. 5>  D4영역에서의 관측치와 계산치의 비교

<Fig. 6>  D5영역에서의 관측치와 계산치의 비교

Fig. 5와 6은 각각 네 번째 도메인과 다섯 번째 도메

인의 관측치와 계산치의 비교를 나타낸다. 왼쪽의 지도

에 표시관 붉은 점은 침수지역에서 관측한 위치를 나타

내고, 검은 점은 관측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계산격

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위치로부터 침수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으며, D5영역은 실제 침수지역과 

비교적 잘 맞는 결과가 나왔으나, D4영역은 실제보다 

침수가 덜되게 계산되었다. 이는 수치모델의 수평격자

해상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3초(약 90m) 격자

해상도는 침수계산에는 다소 큰 격자로 생각된다. 계산

해일고가 관측치보다는 약간 작으나, 전체적으로 관측

치와 잘 맞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50미터에 

해당하는 최대지진해일파고가 관측된 쌍둥산에서는 

다른 지점과 비슷한 20m 내외의 해일고가 계산되었다.

이런 형태는 2011년 동일본지진에서 이와태 지역의 

V형태 계곡 및 1993년 북해도지진에서 오쿠시리에서

도 볼 수 있는데, V형태 계곡 이나 쌍둥섬같은 특수지

형에서의 높은 지진해일 처올림은 통상적인 2차원 및 3

차원 정수압가정 모형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4. 처올림 시뮬레이션

쌍둥산의 중앙골에서의 처올림을 재현하기 위하여 

Flow Science Inc.사가 개발한 범용 유동해석 프로그램

인 FLOW-3D (Hirt and Nichols, 1981)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2차원 및 3차원 수치모형들은 자

유수면을 가지는 흐름을 수치적으로 모의하기 위하여 

정수압 분포를 가정하거나 수직방향의 유속을 무시하

였다. 그러나 FLOW-3D 모형은 x,y,z 방향의 유속을 모

두 고려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는 완전한 3차원 난류

모형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압축성 (Incompressible

Fluid Flow), 난류(Turbulent flow) 및 압축성 유체

(Compre- ssible Fluid Flow)의 유동현상 의해석이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유체(뉴토니안 

유체) 및 용융물질(비 뉴토니안 유체) 등의 유동 해석에 

주로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적용이 가능

한 이유는 자유표면(Free Surface, 유체유동의 흐름의 

표면)에 대한 계산에서 여타의 프로그램보다 계산시간

과 경계면 표현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FLOW-3D는 자

체적으로 3차원 형상의 모델링을 위한 전처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구조물의 복잡한 형상을 표현하기 위

해서는 3차원 CAD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치해

석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좌표계는 직교좌표계

(x,y,z)와 원통형좌표계(r,θ,z)이지만 본 과업에서는 지

형모델의 특성상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다.

FLOW3D에서는 복잡한 3차원 형상의 표현을 위하

여 FAVOR(Fractional Area/Volume Obstacle

Representation Method)기법을 사용한다. FAVOR 기

법은 모든 방정식에 면적과 체적에 관련된 함수인 

Porosity Function이 포함되어 있고 계산격자 내에 존

재하는 고체와 유체를 이러한 함수 값을 통해 구분하기 

때문에 자유표면을 계산해야 하는 개수로의 유동해석

에서는 계산격자의 수를 줄여 전체적인 계산시간을 절

감시킬 수 있다.

Flow3D의 계산 영역은 지진해일 전파모형의 다섯 

번째 도메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수평적

으로는 최소 10m, 수직적으로는 최소 1m의 총 약 천이

백만개 이상의 셀로 구성되었다 (Fig. 7). 경계입력은 

지진해일 전파모형으로부터 계산된 쌍둥산 서측의 지

점에서 수위와 유속의 시계열 자료를 입력하였다. Fig.



8은 최대파가 쌍둥산 지역에 도달했을 시의 지진해일

고의 분포의 초기산정 값이다. 본 모형의 결과는 아직

까지 현장 관측치와 비교 검증하지 못하였으며, 경계입

력의 조건에 따라 계산 양상이 크게 변하여 향후 결과

검증과 함께 모형 경계부에서의 입력 부분의 수정이 필

요하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쓰나미 계산을 위해서는 

진원에서부터의 계산 영역을 다루는 데는 수심 적분된 

형태의 모형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Fig. 7>  Flow3D 모델에서 사용된 지형정보 및 

계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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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ow3D 모델을 이용한 쌍둥산 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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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Realtime Ocean Tide Simul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상세 조석모형에 의한 통킨만의 조석 특성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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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South China Sea is a typical marginal sea 
characterized with the deep basin, shelf break, and 
shallow shelf (Fig. 1).  The SCS has the complex 
topography such as many straits and complex 
bathymetry. The SCS consists of a deep basin with 
two continental shelves (about 55% of the total 
size) along the north and southwest coasts. In the 
northern SCS, the SCS connects to the East China 
Sea through the Taiwan Strait, and to the Pacific 
Ocean through the Luzon Strai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basin, it links with the Java Sea through 
the Karimata Strait, and with the Sulu Sea through 
several narrow channels between the Philippine 
Islands. The water depth exceeds 5000 m in the 
deep basin, while shelves show the shallow water 
depth less than 100 ~ 200 m (Fig. 1). The tid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Java Sea area has been 
previously modelled with different region of 
interests with varying degree of reproduction. As 
multiyear altimeter dataset from the 
TOPEX/POSEIDON mission and JASON 1/2 were 
available, improvement of global tidal model by 
empirical method using data only, assimilation 
using data and hydrodynamic modeling and 
hydrodynamic modelling  were performed. A 
model by DHL was focussed on coastal zone of the 
Java Sea with nested grids over the similar model 
boundary to our present model but northern 
boundary was limited to middle part of the South 
China Sea. A global model by Le Provost et al. 
(1994) has fine resolution of FEM meshes over the 
present modeling region with reproduction of eight 

constituents for removal of tides from T/P altimeter 
data. The tidal characteristics of these regions were 
reported in many studies. The tidal currents are 
very weak in the deep basin, while the tidal regime, 
especially the semidiurnal tides are complex and 
the tidal currents may be strong in the shelf. We 
adopted large regions including Java Sea toward 
the south, Celebes and Sulu Seas toward the east 
and Ko Phuket - Pulau We toward the west to the 
model domain.  

<Fig. 1>  Bathymetry of South China Sea

2. NUMERICAL SIMULATION

The model coverage is considerably large 
simi-enclosed sea area from 100° to 125°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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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meshes (upper panel) of the model 
domain and the detailed meshes in Hong Kong and detailed 

current vectors

longitude and from 7° south latitude to 25° north 
latitude. Approximate mesh sizes in the region of 
interest were formulated as a few tens of meters 
and the bathymetry of the tidal flat area was 
described, thus enabling a detailed representation 
of tidal characteristics in the tidal regime. 

For the calculation of the tide in the fine finite 
element system, SELFE (A Semi-implicit 
Eulerian-Lagrangian Finite-Element) model has 
been used. SELFE  is an open-source 
community-supported modelling system, based on 
unstructured grids, designed for the effective 
simulation of 3D baroclinic circulation across 
river-to-ocean scales. It uses a semi-implicit 
finite-element Eulerian-Lagrangian algorithm to 
solve the Navier-Stokes equations (in either 
hydrostatic or non-hydrostatic form), written to 
realistically address a wide range of physical 
processes and of atmospheric, ocean and river 
forcings. The numerical algorithm is high-order, 
and stable and computationally efficient. SELFE 
solves the 3D shallow-water equations, with 
hydrostatic and Boussinesq approximations, and 
transport equations for salt and heat. The primary 
variables that SELFE solves are free-surface 
elevation, 3D velocity, 3D salinity, and 3D 
temperature of the water.

Semi-implicit schemes are applied to all 
equations; the continuity and momentum equations 
are solved simultaneously, thus bypassing the most 
severe stability restrictions (e.g. CFL). A key step 
in SELFE is to decouple the continuity and 
momentum equations via the bottom boundary 
layer. SELFE uses an Eulerian-Lagrangian method 
(ELM) to treat the advection in the momentum 
equation, thus further relaxing the numerical 
stability constraints. The advection terms in the 
transport equations are treated with either ELM or 
a finite-volume upwind method (FVUM), the latter 
being mass conservative. 

In SELFE, unstructured triangular grids are used 
in the horizontal direction, while hybrid vertical 
coordinates - partly terrain-following S coordinates 
and partly Z coordinates - are used in the vertical 
direction. The 1 layer is adopted in vertical 
coordinate for the 2 dimensional tide computation 
in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mesh system was recomposed 
using the conforming Delaunay triangulation 
(CDT) method and the boundary and topography 
information. We used GEBCO 30" bathymetry 
dataset. Also, this dataset was used for the depth of 
model domain. We made the fine mesh for Hong 

Kong and Cilegon City area, Indonesia, where 
POSCO will construct an integrated steel mill. The 
mesh size in the above two regions is 50 ~ 100 m. 
The model grid size of Zu et al. (2008) is about 10 
km, and that of Fang et al. (1999) is 0.25 degree 
(about 27 km).  Fig. 2 shows the overall mesh 
system and the refined mesh in Hong Kong and 
Cilegon City. For setting of the vertical coordinate, 
because the barotropic simulation of tides was 
performed, we used the 2D model. 

The water elevation determined from the 



<Fig. 3> Time-series of the observed water elevation (blue) in 
Haiphong in March 2012 with TGR2050 showing amplitudes of 
M2, S2, K1, O1 as 7.1, 3.5, 59.6, 80.9 cm, respectively(courtesy 

from Marine Information Technology Corp. Korea).

estimation of the Japanese NAOTIDE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database was imposed 
at the tidal open boundary. NAOTIDE is a program 
to predict ocean tidal height at given time and 
location using ocean tide model developed by 
assimilating TOPEX/Poseidon altimeter data. The 
short-period tide value is from 16 major 
constituents and 33 minor constituents which are 
inferred from major ones by interpolating or 
extrapolating the admittance. The long-period tide 
value is from 7 major constituents and 5 nodal 
modulations. 18.6-year period equilibrium tide is 
added to the 12 terms. Totally 62 tidal constituents 
are considered in this estimation of water elevation 
at the open boundary. Then, the realtime ocean tide 
simulation for the SCS was performed. The time 
step was set to 400 seconds. The run length was 60 
days starting from January 1st, 2009 and the initial 
part of 10 days was discarded. The single tidal 
constituent run for 8 tides, M2, S2, K1, O1, N2, K2, 
P1 and Q1 was carried out for 100 ~ 400 days in our 
first test simulations, but in this study we adopted 
the run length of 60 days as a preliminary phase of 
the realtime ocean tide model construction.

3. MODEL VERIFICATION

Tidal elevation amplitude and phase were 
calculated by the harmonic decomposition from the 
elevation results for the last part of 30 ~ 60 days in 
the simulation. The model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by comparing the amplitude and phase at 63 
tide stations which were used in Fang et al. (1999). 
Fang et al. (1999) said that the tide data were 
obtained from several sources, so the quality of 
these data varies significantly. For instance, the 
harmonic constants at some stations (Kamau, 
Tammassu, Chandaburi, Satahib Bay and 
Songkhla) were obtained from the observation for 
only 1 or 2 days. Amplitudes of 4 constituents were 
calculated showing the slight difference from 
observations, while phases are reasonably 
calculated in general. However, the verification for 
the phase of S2 tide is not so good, which is the 
same as results of Fang et al. (1999). It is because 
that can be partially caused by the errors existing in 
the observed phase-lags due to small amplitudes 
(Fang et al. (1999)). Also, the discrepancies in all 
verifications are attributed to insufficient model 
resolution. 

4. RESULT AND DISCUSSION

Fig. 4 shows the reproduced tidal distributions of 
M2 constituent in the modeled region. In addition to 
the simulated tidal chart, tidal charts of M2 

constituent derived from T/P was presented for the 
comparison. The simulations are in general 
agreement with empirical co-tidal charts from 
satellite altimetry and coastal observations.

The tidal distributions of 4 major constituents ar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The simulated 
amplitude of the semi-diurnal tide M2 is generally 
small (less than 3 m) in the model area. The largest 
M2 tide amplitude is simulated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large ones are found in the south of 
Guangdong around Leizhou Peninsula, the northwest 
coast of Kalimantan, south of the Indo-China 
Peninsula, and around the west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Malay Peninsula. The amphidromic points are 
shown in the shelves including Gulf of Thailand. 



<Fig. 4> Reproduced tidal distributions of M2 constituent 
for the modeled region from model and T/P altimeter 

quasi-harmonic analysis (solid lines/white for co-phase 
(degree) and dashed lines/red for Co-amplitude (cm)). 

Co-phase indicates Greenwich phase-lag (G).

5. CONCLUSIONS

The first step for the construction of the regional 
realtime ocean tide prediction was fulfilled by 
using the fine FEM model and verifying the model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asonably- 
simulated co-tidal chart for principal constituents 
and time-series of water level and the 
measurements.     

The current study essentially aims at creating the 
real-time barotropic tide/waterlevel forecast system 
via short term meteorological forecast for the South 
China Sea in connection with the next generation 
hydrographic survey taking the new geodetic 
vertical datum correction works and also for 
navigation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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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황해조석의 순압적 시뮬레이션

Barotropic Tidal Simulation for the Yellow Sea in April, 2011

최병호1, 문종윤2, 조완희3

Byung Ho Choi1, Jong Yoon Mun2 and Wan Hee Cho3

1. 서론

리눅스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병렬산정체계가 범용

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경제성 있

는 유한요소형 조석수치모델을 근간한 순압시뮬레이

션이 현업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다(예 : NRL(미

해군연구소)이 개발한 PADCIRC에 기반한 황동중국

해모형이 NAVO(미해군 해양국)에 의해 2009년 중반

부터 운용됨). 이 ADCIRC모형의 폭풍해일 및 조석산

정의 기여도는 큼에도 불구하고 CFL조건에 의한 과도

한 산정시간 및 조간대에서의 계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어왔다(Westerink et al., 2004). 이러한 제약을 극복

하기 위해 (P)SELFE 모형을 황동해에 적용하였다. 주

요 분조재현에서 ADCIRC와 같은 정확도가 확인되어 

장기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대상기간을 2011년 4월

로 KMA의 대기예보자료를 입력하고 개방경계에서는 

실조석시간예보치를 입력할 때 간단한 12CPU의 클러

스터에서 400초 DT로써 한달 시뮬레이션이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실적용될 경우 계산속도는 CPU 개수에 적

어도 124개 정도까지는 선형적인 신속성을 가질 것임).

72시간의 단기 대기예보를 입력할 때 약 25분이하의 계

산시간이 예상되어 신속하고 경제적인 모형이다. 이 기

간의 조석산정(기상영향 포함)은 GOCI 위성(한국의 

Geostationory 위성)으로 부터의 조석주기내의 

chlorophyll 변화는 상관짓기 위한 연구에 제공되었다.

또한 2012년 4월 10~30일 기간의 시뮬레이션(순조석)

이 수행되어 황해중부의 수색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

였다. 예보모형은 황동중국해와 동해전체의 체계로써 

중간 스케일과정(Intermediate scale process)인 조석,

(폭풍)해일을 모사하는데 유용하다. 전 단계로써 

Op-Test (Operational-Test)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데 

신속한 후처리구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CPU로 분할

된 로컬영역의 결과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일 형

식별 변환시키고 적합한 가시화 그래픽툴(Opendx,

GMT, SMS 등)을 사용한다. 추후의 계획은 (P)Unswan

과의 결합과 3차원 경압모형으로의 전환이다.

2. 시뮬레이션

2.1 수치모형
SELFE(Semi-implicit Eulerian-Lagrangian Finite

Element)은 정수압과 Bouussinesq 근사의 3차원 천수

방정식을 기본 방적식으로 사용한다. 또한 수온과 염분

을 이송항에 포함하고 있다. SELFE는 반음해법, 유한

체적법, Eulerian-Lagranian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

평 좌표계는 비구조화 격자체계를 사용하고 수직 좌표

계는  S-coordinates, Z-coordinates, SZ-coordinates의 

hybrid 좌표계를 사용한다. SELFE는 유한요소 모형의 

Galerkin method 사용에 따른 제한사항과 선형 shape

function의 제한사항 및 일반적인 수직 좌표계(Sigma,

Z-level)의 제한사항이 향상 되었다(Zhang and

Baptista, 2008). 또한 반음해법 사용으로 CFL 조건보다 

완화된 DT를 취할 수 있어 계산효율성이 크게 향상되

었다. SELFE 모형은 현재 하구역의 3차원 

Baroclinic(Columbia River)에 적용되고 있으며 

Tsunami, Storm surge, Sediment transport, Water

quality, Oil spill, Short wave-current interaction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모델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tccmop.org/CORIE/modeling/selfe/), “A

semi-implicit Eulerian-Lagrangian finite-ele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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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역 B 영역
<Fig. 1> 모형영역

<Fig. 2>  2011년 4월의 조위 관측치와 예측치

model for cross-scale ocean circulation, Zhang and

Baptista, 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한반도-일본-대만 등 광

범위한 해역을 포함하여 모형영역을 구성하였다. A 영

역은 한반도 해안선을 200m 내외로 해상하였으며 총 

198,850개의 절점과  377,302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B 영역은 한반도 해안선을 400m 내외로 해상하였으며 

총 265,888개의 절점과  503,933개의 요소로 구성하였

다. A 영역은 기존 연구에서 구축된 ADCIRC 모형과 

동일한 모형으로 동일한 유한요소 모형간의 결과를 비

교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형검증 이후  

2011년 4월의 후측에 사용하였다. B 영역은 A 영역의 

단점인 동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한반도 동해쪽의 

실시간 수위예측시 정확도 향상을 기대되는 영역이며,

2012년 4월을 위한 예측에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해양예보 체계 준비를 위하여 

모형의 오픈경계에 NAO(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of Japan)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모델(NAO. 99jb)의 DB 자료의 실시간 예측 자료를 모

형내부에서 동적연동 되도록 모델 내부에 연결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북아시아 모델(NAO. 99jb)의 경

우 일본 및 한반도 조위관측소의 관측자료와 검증을 통

해 정확도를 향상 시킨 모델로, 국내에 다수 적용된 바 

있다. 해양에서 주요한 천문조에 의한 수위변동 이외의 

수위변동 외력은 기상조이다. 해양예보 체계를 준비하

기 위해서는 천문조와 기상조의 예측이  중요한 외력이 

된다. 기상조 외력은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의 전구 대기 예보자료를 입력하였다.

전구 대기 예보자료의 해상도는 1.25°이며, 예보시간간

격은 6시간 마다 입력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병렬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cpu는 

Intel six core X5650 2.66GHz의 두 개(12 core)로 계산

을 수행하였다. SElFE의 영역분할 기법은 ParMetis V

3.1을 사용하여 영역을 분할하였다. DT는 400초로 설정

하였으며, 30일 모의에 총 4시간 10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72시간 모의에 필요한 계산시간은 약 25분 이하

가 소요된다. 72시간 해양예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모델의 계산수행시간이 30분 이하로 요구될 것으

로 판단되며, 초기 실험에서 이를 만족하고 있다.

3. 분석결과

순류  SELFE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DT

400초로 Ramp-up 15일이후 30일간을 모의하였다.

주요 4대분조의 공간적 분포를 NAO.99jb와 비교하

였다(Fig. 3. 참조). 비교결과 각 분조별 진폭 및 위상이 

NAO.99jb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조점 위

치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연안의 52개 정점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였으

며, 기존 연구성과인 ADCIRC와 SELFE의 RMS 오차를 



<Fig. 3> SELFE 모형의 주요 4대분조 비교

분조 진폭 위상
ADC. SEL. ADC. SEL.

M2 0.981 0.955 0.995 0.962
S2 0.977 0.946 0.984 0.964
K1 0.987 0.944 0.994 0.991
O1 0.978 0.948 0.996 0.987

<Table. 1>  ADCIRC와 SELFE의 RMS 오차 비교 

비교하였다(Table. 1. 참조). ADCIRC 모형의 진폭 

RMS 오차는 0.977~0.981, 위상 RMS 오차는 

0.984~0.996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SELFE 모형의 진폭 

RMS 오차는 0.944~0.955, 위상 RMS 오차는 

0.962~0.991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ADCIRC모형의 기

존 연구성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SELFE 모형

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다.

2011년 4월의 실시간 예측조위와 기상조(KMA 예측

자료)를 연동하여 4월 한달간을 후측 하였다. 후측한 결

과를 한반도 주요 검조소의 관측치와 비교 하였다(Fig.

2. 참조). 관측치와 비교 결과 서해안에 해당하는 인천,

목포 검조소 자료와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남해안에 해당하는 부산, 제주 검조소 자료와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4.에 2012년 4월 20일의 



<Fig. 4>  2012년 4월 20일의 SELFE 모형과 KHOA(수치조류도)의 비교

KHOA의수치조류 예측치와 본 연구에서 예측된  조류

도를 비교하였다. 검토결과 구축된 예측 시스템의 정확

성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정확도 향상

을 위한 모형의 세련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

양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접근으로는 만족 할 수 

있는 예측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축된 시스템(SELFE-대기예측자

료)은 적용성 및 계산효율성이 검토되어 예보를 위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모형으로 판단된다. 선정된 모형의 

서해안 조간대 처리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해양예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계산뿐만 아니라 계산

된 결과의 신속한 후처리구성과 효과적인 가시화 그래

픽툴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P)Unswan과의 커플링을 통한 3차원 

wave-current interaction에 의한 경압모형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3차원적 퇴적물 이동까지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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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항만권역 폭풍해일 범람모의

Simulation of Storm Surge Inundation for the Ports on the West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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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11년 태풍백서(기상청 국

가태풍센터, 2011)에 따르면 연평균 3.1개의 태풍이 우

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안역에 위치

한 항만권역에는 경제적, 사회적 기능이 미치는 배후지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요 기반시설과 인구

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시 취약한 구조

적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2001-2010)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

라 태풍 매미급 이상의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으며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그 피해를 저감하고 대응책을 마

련하기 위한 연구들(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2010;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국토해양부 한국해

양과학기술진흥원, 2011)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풍해일에 의한 범람모의 산정에 있

어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를 내습

하는 태풍의 형태를 실제 자연현상에 가깝게 모사하기 

위해 ADCIRC모형을 사용하여 비대칭 바람장을 재현

하여 평가 하였고, 항만권역과 같이 직립안벽으로 이루

어진 연안역에서 가상의 단순해역을 적용하여 침수역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항만권역 중 대표적으로 목포항

에 대해 100년 빈도의 규모를 갖는 태풍이 내습 할 경우 

해일고와 침수역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2. 모형수립

2.1 적용모형
수치모의에 사용한 모형은 기존의 ADCIRC

(Luettich et al., 1992)모형에 병렬화를 추가하여 수정

한 pADCIRC(Chippada et al., 1996)Ver. 49.21을 사용

하였다. ADCIRC 모형은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

(National Hurricane Center)의 기본 모형으로 다수의 

허리케인과 폭풍해일의 예경보 및 연구에 활용되어 모

형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며 정밀한 경계처리를 하여 

장기간 동안 광역의 해수순환을 모의 할 수 있다. 국내

에서는 서·이(2007), 서·김(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서해연안의 조석을 만족스럽게 재현하여 모형의 적용

성과 신뢰성이 입증 된 바 있으며, 폭풍해일에 의한 범

람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잘 알려진 정규격자체계 

파랑모형인 SWAN의 개선된 형태로 유한요소격자에

서 구동되는 unSWAN(Zijiema, 2010)을 유동모형인 

ADCIRC모형과 동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2.2 격자체계
본 연구의 격자망은 선행연구(서·김, 2011)에서 국부

절단오차(LTEA)가 응용된 기법이 가미된 NWP-G57K

격자체계를 사용하였다. 최소격자간격은 서해연안에서 

약 150 m내외의 세격자로 상세화 되어있으며 , 최대격자

는 개방경계에서 약 160 km로 총 56,617개의 절점과 

104,094개의 유한요소로 구성된다. 계산의 효율성을 고

려하기 위해 METIS 4.0.1ver을 사용하여 본 연구진이 보

유한 병렬클러스터의  64개 프로세서에 적합하도록 Fig. 1

과 같이 분할하였으며, 각 노드 당 900여개의 절점과 

1,600여개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격자망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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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수심자료는 서해연안을 포함한 황해 전체에는 

30초 간격의 격자수심자료(서, 2008)를 사용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지구의 해양 수심과 고도를 1분 간격으로 

제공한 ETOPO1(Amante and Eakins, 2009)이 적용된다.

범람역에 대한 격자생성은 선행연구(서․김, 2011)

에서 검증한 NWP-G57K 격자체계를 바탕으로 목포해

역에서 최소크기의 격자를 갖는 10 m인 초상세 격자를 

적용하여 총 약 12만 9천개 절점과 24만 2천 개의 요소

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범람역에 적용한 지형은 국토지

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04년 발행된 1/1,000의 수치

지형도의 표고를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폭풍해일 모의

를 위한 NWP-G57K 격자체계의 절점보다 2배 이상 증

가되고 최소격자가 10 m 내외로 CFL 안정조건에 의해 

계산시간 간격 또한 8 sec에서 0.3 sec로 작아지는 등 모

형의 계산시간이 증가하므로 KISTI 슈퍼컴퓨팅센터에

서 보유하고 있는 TACHYON II(SUN B6275)을 병행하

여 사용하였으며 Fig. 2와 같이 256개로 영역을 분할 계

산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Fig. 1> 선행연구(서․김, 2011)에서 

구축된 병렬클러스터 64 core에 

적합하도록 NWP-G57K 격자 분할

<Fig. 2>  KISTI 슈퍼컴퓨팅센터의 

TACHYON II 256 core에 적합하도록 

범람역을 포함한 NWP-G57K 격자 분할

3. 폭풍해일 재현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태풍에 의한 해일 모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태풍의 위치, 기압, 최대풍 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태풍중심으로부터 외향방향의 거리

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Holland(1980)식을 

사용하여 대칭형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실제 자연상태

의 태풍은 비대칭 형태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

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을 비대칭 바람장으로 표

현 가능한 Xie et al. (2006)이 제안한 식을 적용하고 

2010년 서해연안으로 상륙한 태풍 Kompasu(1007)에 

대한 태풍 정보를 미공군과 해군의 합동 태풍경보센터

인 JTWC(Joint Typhoon Warning Center)에서 제공하

는 1분 평균된 풍속과 4분면에 해당하는 풍속반경, 기

압, 태풍의 위치 등을 사용하여 태풍 모의를 하였다. 태

풍을 대칭 바람장과 비대칭 바람장으로 모의 하였을 때 

서해연안의 해수면 변화는 Fig. 3에 제시하였고, 서해연

안에 위치한 인천, 군산, 목포의 검조소의 관측치와 계

산치의 수위 변화 비교는 Fig. 4에 제시하였다. 태풍 

Kompasu가 상륙하기 직전의 수위변화를 비교해 보면 

비대칭 바람장일 경우 천수만 내측에서 0.5 m 이상의 

해일고 증가하여 나타나는 등 바람장 특성 반영효과에 

의한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Symmetric Asymmetric

<Fig. 3>  대칭 및 비대칭 바람장 모의 결과 

서해연안에서의 해수면 변화 비교



<Fig. 4> 태풍 Kompasu 모의시 대칭 및 비대칭    

바람장 모의 결과와 관측치 수위변화 비교

4. 항만권역 범람모의

4.1 단순해역
폭풍해일 내습시 발생하는 고조위 또는 고극조위와 

함께 폭풍의 중심부 저기압이 이동경로와 겹쳐 발생하

면서 해면이 상승하여 제방고를 상회하여 범람이 발생

하게 된다. 여기서 제방고는 Fig. 5와 같이 인공구조물

로써 대부분 직립인 경우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일

반적으로 해일로 인한 범람역 산정에는 완경사 지형의 

연안역 모의에 wet-dry 기법을 응용하고 있지만 항만

권역과 같이 직립안벽으로 이루어진 연안역에서 폭풍

해일로 인한 범람모의는 급경사 또는 수직경사로 인해 

유동함수의 불연속점 발생으로 안정적으로 모의가 되

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구조물에

서 범람모의를 위해 가상의 벽(imaginary wall)을 설정

하여 모의가 가능하지만 가상의 벽을 넘어선 범람역에 

대해서는 wet-dry 기법을 통해 침수심이 산정된다. 실

제 해역 적용에 앞서 전체 면적이 약 4,300 km2공간에

서 dx,dy가 1 km인 단순해역(Fig. 6)에 가상의 벽을 설

정하여 최소수심과 최소유속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한 

결과 침수역 산정에 있어서 최소수심은 0.01 m, 최소유

속은 0.01 m/s를 적용하는 것이 모형의 안정화와 신뢰

성 확보에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었다.

<Fig. 5>  연안역의 직립제방 사진 및 개념도

<Fig. 6> 직립재방을 적용한 단순해역 격자 및    

최소수심과 최소유속에 따른 침수역 산정 결과

4.1 실제해역
본 연구에서는 폭풍해일로 인해 서해남부에 위치한 

항만권역 중 목포항에 대해 100년 빈도급 가상태풍이 내

습하는 경우 직립안벽의 범람과 항만권역의 침수 가능

성을 평가하였다. 단순해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목포

항 일대의 해안선을 따라 직립제방에서는 폭이 1 m인 가

상 제방을 설정하였으며, 직립제방을 넘어선 범람역에

서는 wet-dry처리됨에 따라 최소수심을 0.01m로 설정하

였다. 태풍 선정은 Fig. 7과 같이 태풍 Kompasu(JTWC)

트랙을 토대로 목포해역에 범람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풍속반경, 중심기압, 이동속도, 이동경로 등을 100년 빈

도에 준하여 가상태풍을 설정하였다.

<Fig. 7> 태풍 Kompasu(JTWC) track 및 100년 

빈도의 가상태풍의 이동경로

목포해역의 범람모의는 비대칭 바람장과 파랑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고 인공구조물인 직립안벽에서의 해

일범람모의 기법을 적용하여 수치모의 하였다. 수치모

의 결과를 살펴보면 목포해역에서의 가상 태풍 내습시 

최대 해일고는 1 m로 평가되며(Fig. 8) 목포 신항, 북항,

내항 등 일대에 0.5~1m의 침수가 발생하며 최대 침수 

예상지역을 Fig. 9에  도시하였다.



<Fig. 8> 목포 해역에서 100년 빈도 태풍에 의한 

최대 침수역 산정 결과

5. 결론

비대칭 바람장 재현을 통해 태풍의 형태를 자연현상

에 가깝게 모사한 결과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의 우반경

에 놓인 해역의 경우 비대칭성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

타났다. 태풍 Kompasu 모의를 통해 대칭 바람장을 모

의한 결과보다 천수만 내측에서 0.5 m 이상의 해일고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비대칭 바람장이 서해연안의 지

역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폭풍해일로 인한 범람모의는 단순해역의 범람역의 

침수심 산정에는 최소수심과 최소유속을 0.01m, 최소

유속을 0.01 m/s를 적용하는 것이 모형의 안정화와 신

뢰성 확보에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었고, 이를 목포항에 

대해 적용하고 100년 빈도의 규모를 갖는 가상태풍이 

내습할 경우를 검토한 결과 최대 1 m의 해일고가 발생

하며 목포신항, 내항, 북항 등 일대 지역에 0.5 m~ 1 m

의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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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상풍력 터빈의 지진응답 해석

Seismic Response Analysis of Offshore Wind turbine Considering

Soil-Structure Interaction

이상근1, 김동현2

Sang Guen Lee1, Dong Hyawn Kim2

1. 서  론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으며, 국내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바람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하는 풍력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육상을 벗어나 해상에 구조물을 건설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육상에 비해 비교적 낮은 고도

에서 양질의 풍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해상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해상풍력 터빈의 건설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발전용량 증대를 위해 터빈 및 

블레이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지지구조물의 크기 또

한 대형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경(5m이상)

강관물뚝 구조의 설계 및 시공사례가 적기 때문에 거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외적으

로 해상풍력 터빈 기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진

응답 해석을 위해 해저 지반층과 수심을 가정 하였고,

가장 일반적인 기초형식인 모노파일과 재킷 기초의 

5MW 해상풍력 터빈을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

반에 관입된 기초파일의 비선형 수평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을 비선형 스프링으로 치환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유한요소 모델링 및 해석을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11.0을 사용하였다.

해석대상으로 선정한 해상 풍력터빈의 기초형식은  

Fig.1 과 같다.

(a) Monopile Foundation  (b) Jacket Foundation

<Fig. 1>  Support structur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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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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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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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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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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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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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oft clay

dens sand

Rating 5MW

Rotor, Hub Diameter 126m, 3m

Rotor Mass 110,000 kg

Nacelle Mass 240,000 kg

Tower Mass 347,460 kg

soft clay dens sand

Density 16.04kN/m3 18kN/m3

Poisson’s ratio 0.45 0.35

Undrained
shear strength 1.15D+2kN/m2

Internal
friction angle

35˚

2. 해석 모델 및 지반경계조건

2.1 해석수행 모델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진응답 해석을 

위해 기초 형식별 가정된 해저 지반층과 수심은 Fig. 2

와 같다.

(a) Monopile Foundation   (b) Jacket Foundation

<Fig. 2>  Sectional view

일반적으로 모노파일  기초형식의 경우 수심이 약 

25m 이내, 재킷 기초형식은 약 40m의 수심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노파일 및 재킷 기초

형식에 대해 수심을 각 각 20m와 30m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모노파일 기초의 해상 풍력터

빈으로 로터직경 126m, 허브 높이 90m인 NREL 5MW

를 기초로 하였다. 4-leg 재킷 타워 형식의 상부 모델은 

허브 높이가 100m이고, Transition point를 기준으로

상부 구조의 제원은 모노파일 기초형식과 동일하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NREL 5MW reference model

지반에 관입되어 있는 파일의 직경은 모노파일 기초

와 재킷 기초형식 각 각 6m와 2.28m이고, 관입된 깊이

는 50m와 40m로 가정하였다.

2.2 지반 경계조건
지반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물의 구조해석시 현실적

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반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야한다.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반을 solid요소로 모델링하고,

비선형 물성 및 접촉 조건을 정의하여 해석해야 하지만 

절점 및 요소의 증가 그리고 접촉 비선형으로 인해 과

도한 해석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일반적인 설계업무

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Fig. 3과 같이 지반을 비선형 

스프링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3>  Definition of P-y & T-z Spring

API RP 2A-WSD에 의해 P-y 및 T-z 곡선을 산정하였

으며, 강관파일의 최 하단부는 기반암에 그라우팅 되어

있는 조건으로 가정하여 Q-z 곡선은 고려하지 않고, 완

전고정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지반 비선형 스프링 

P-y 및 T-z 곡선 산정시 사용된 지반정수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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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pile Jacket
Node 5520 6643

Element 5533 7142

mode
Monopile Jacket

fixed NLSpring fixed NLSpring
1st 0.21 0.18 0.29 0.28
2nd 2.69 1.57 3.13 1.54

3. 유한요소 모델 및 하중조건

3.1 유한요소 모델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11.0을 사용

하여 해상 풍력터빈의 타워 및 상부 구조에 대해 Shell

요소를 사용하였고, Transition point를 기준으로 하부 

구조는 Beam요소를 사용하여 Fig 4와 같이 모델링 하

였다.

(a) Monopile Foundation (b) Jacket Foundation

<Fig. 4>  FEM model

<Table 3> Total number of element and node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 경

계부에 비선형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여 P-y 와 T-z 곡

선을 입력 하였으며,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질

량요소를 사용하여 부가수질량을 입력하였다. 구조 및 

지반의 감쇠비 는 각 각 0.01, 0.1로 가정하였다.

3.2 하중조건
해상 풍력터빈에는 풍하중, 파랑하중 그리고 조류에 

의한 하중 등 복합적인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지진응답 해석시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이 

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으므로 지진하중 및 부가 질량(Added mass)에 대해서

만 고려하였다.

지진하중의 경우 과거 일본에서 발생했던 실제 지진 

기록인 Hachinohe, Ofunato의 지진이력과 항만 및 어

항설계기준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표준 설계응답스

펙트럼에 맞는 인공지진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터빈의 앞-뒤 방향 즉, 수평

방향의 가속도만을 고려하였고 하중으로 사용한 지진

가속도의 시간이력 정보는 Fig. 5와 같다.

(a) Hachinohe

(b) Ofunato

(c) Artificial

<Fig. 5>  Ground accelerations

4. 해석결과 및 검토

4.1 고유진동 해석
모노파일과 재킷 기초형식에 대한 모드해석시 지반 

경계부의 자유도를 완전구속한 모델과 지반 스프링 모

델에 대해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의 모드해

석 결과는 해상 풍력터빈 타워가 앞-뒤로 움직이는

(Fore-Aft)모드 형상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4>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Hz



Hachinohe Ofunato Artificial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45

M
ax

im
um

 la
te

ra
l D

is
p.

(m
)

 

 
Fixed
Non-linear spring

Hachinohe Ofunato Artificial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45

M
ax

im
um

 la
te

ra
l D

is
p.

(m
)

 

 
Fixed
Non-linear spring

0 2 4 6 8 10 12 14
-0.3

-0.2

-0.1

0

0.1

0.2

0.3

Time(sec)

D
is

pl
ac

em
en

t(
m

)

 

 
Fixed
Non-linear spring

0 2 4 6 8 10 12 14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Time(sec)

D
is

pl
ac

em
en

t(
m

)

 

 Fixed
Non-linear spring

모드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노파일과 재킷 기초형

식 모두 지반을 스프링으로 모델링한 경우에 1차, 2차 

모드형상 모두 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을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반 변형의 영향으로 전체 

구조의 강성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차 모

드형상에서 지반 경계조건의 차이에 따른 주파수의 

차이는 기초형식별 각 각 0.03Hz와 0.01Hz로 나타났

지만, 2차 모드형상에서는 주파수의 차이가 약 2배가

량 증가하였다.

4.2 지진응답 해석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해상 풍력터빈 전체에 부가하

여 구조물의 동적 응답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Hachinohe 지진 가속도에 대한 해상 풍력터빈의 변위

응답은 Fig. 6과 같다.

(a) Monopile Foundation

(b) Jacket Foundation

<Fig. 6>  Time histories of the displacement at Nacelle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이 해상 풍력터빈의 동

적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해석조건에 

따른 동적응답 중 Nacelle에서의 최대 수평변위를  

Fig. 7과 같이 비교하였다.

(a) Monopile Foundation

(b) Jacket Foundation

<Fig. 7>  Comparison of Maximum lateral Disp.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 5MW급 해상 풍력터빈에 대한 모드해석 및 시간에 

따른 지진가속도 입력을 통해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상 풍력터빈의 하부 구조물로는  모노파일과 

재킷 기초형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진응답 해석시 지

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정수를 

토대로 P-y, T-z 곡선을 계산하여 지반을 비선형 스프

링으로 치환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지반

의 비선형 거동이 구조물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위해 해상 풍력터빈에 상시 작용하는 환경하

중인 바람, 파랑, 조류 그리고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한 

추력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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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파대내에서의 표사 부유 예측 모형

Predictive model for sediment suspension in the surf zone

윤현덕1, Daniel T. Cox2

Hyun-Doug Yoon, Daniel T. Cox

1. 서론

쇄파대내에서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표사의 부유현

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표사이동 및 해저지형 변동 

모형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방향 (cross-shore)표사이동량은 부유가 일어날 때의 

유속의 크기 및 방향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다 (e.g., Hanes, 1988; Jaffe and Sallenger, 1992). 하지

만 쇄파대내에서의 표사의 부유는 매우 간헐적으로 일

어나고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여 예측이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간헐적인 표사의 부유 발생 시간은 

전체 시간이력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안에 내

포된 표사의 부유량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는 바 

(Yoon and Cox, submitted), 정확한 표사 부유 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쇄파대 바깥에서의 표사의 부유의 예측

은 Shields number를 변형시켜 쇄파하지 않은 

(non-breaking) 파랑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e.g,

van Rijn, 1984; Nielsen, 1998). 하지만 쇄파대내에서는 

해수면 근처에서 발생한 쇄파에 의해 생성된 난류가 바

닥까지 침투하여 표사의 부유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파대내

에서는 복잡한 동수역학적 환경 및 부유사의 공존으로 

인해 표사 부유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Jaffe and Rubin(1996)은 쇄파대에서의 표사의 시간

의존(time-dependent)적인 부유 현상의 예측을 실시하

였다. 비선형 모형(nonlinear forecasting)을 현장관측 

데이터(U. S. Army Corps of Engineers Field Research

Facility at Duck, North Carolina, USA)에 적용하여 관

측치와 예측치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의 

최대값이 0.58인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는 난류성분이 입력자료로 사용되지 않아 쇄파의 영향

을 고려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헐적이고 시간의존적인 표사의 부

유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바닥 근처에서의 흐름, 파랑, 단위 

질량당 난류운동에너지와 부유사의 농도에 대한 관계

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학습하고,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표사의 부유를 예측하였다.

2. 실험 및 자료분석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힌즈데일 파랑연구소 (O. H.

Hinsdale Wave Research Laboratory at Oregon State

University)의 대형수조(large wave flume)에서 수행한 

실험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형수조의 규격은 길이 

104m, 폭 3.7 m, 높이 4.6 m 이고, 오레곤 주 근해해서 

채취한 모래 (d50=0.22 mm)를 사용하였다. 침식하는 해

안조건을 모의하기 위해서 파고 0.6 m, 주기 4 s 의 파랑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퇴적조건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파고 0.4 m, 주기 7 s 의 파랑조건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침식하는 해안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

다.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Yoon and Cox (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유속은 ADV (acoustic Doppler velocimeter)를 이용

하여 바닥에서 1 cm, 9 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였으

며, 부유사의 농도는 FOBS(fiber-optic backscatter

sensors)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1, 2, 3, 4, 5, 6, 7, 9 cm 떨

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유속성분은 Equation (1) 과 같이 저빈도 흐

름 (low-frequency motion), 파랑 (wave-induced

motion), 그리고 난류 (turbulent)성분으로 분리되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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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저빈도 흐름은 low-pass fil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하였으며 cut-off frequency는 peak frequency 의 

1/4을 사용하였다. 파랑과 난류 성분의 분리는 두 지점

에서 관측된 유속성분의 coherent motion은 파랑이라 

가정하고 incoherent motion은 난류 성분이라 가정한 

Shaw and Trowbridge (2001)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난

류성분으로부터 단위 질량당 난류운동에너지 

(turbulent kinetic energy per unit mass, k)는 Equation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

여기서, ′ , ′ , ′은 각각 cross-shore, alongshore,

vertical 방향의 난류 성분을 의미한다. 부유량을 나타

내는 Suspended loads(C)는 바닥으로부터 1 cm 떨어

져 있는 FOBS에서 측정한 부유사 농도로부터 9 cm 떨

어져 있는 FOBS에서 측정한 부유사 농도까지 합한 값

을 사용하였다.

3. 인공신경망 모형

인공신경망은 한 개의 hidden layer와 한 개의 

outlayer로 이루어진 2-layer feed forward 구조가 사용

되었다. 입력자료는  ,  , 의 조합을 사용하였

으며, 출력자료는 suspended load를 사용하였다. 입력

자료들의 조합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8개

의 Case로 이루어졌다. Case 1은 측정된 유속인  ,

Case 2~4는  ,  ,  중 한 개의 입력자료, Case

5~7은 두 개의 입력자료의 조합, Case 8은  ,  ,

를 모두 포함한 입력자료를 나타낸다. 입력자료의 시

간이력(time history)을 고려하기 위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순간으로부터 2 s 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였다.

인공신경망 hidden layer 층의 neuron 개수의 민감

도 분석을 통해 뉴런의 개수가 2개부터 10개까지 비슷

한 예측능력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형의 간략화

를 위해 뉴런의 개수는 2개로 결정하였다. 전달함수 

(Transfer function)으로는 tansig 과 linear 함수가 사용

되었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Levenverg-Marquardt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측된 자료의 초기 100 s 는 transien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고려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800

s의 데이터는 400 s의 학습세트(training set), 200 s 의 

검증세트(validation set), 그리고 200 s 의 예측세트

(prediction set)으로 사용되었다. 각 세트의 순서를 바

꾸어 가면서 모든 데이터 영역을 검사하는 

'bootstrapping'방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과도

한 학습으로 인한 ‘overtrain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

증세트의 mean square error (MSE)가 연속적으로 6회

이상 증가하면 인공신경망 학습을 중지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초기 weight와 bias에 민감하기 때문

에, 알맞은 초기값을 결정하는 것은 예측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Oehler (2011)의 방법을 따라서,

인공신경망에 22회의 걸쳐 무작위로 초기 weight와 

bias를 설정하여, 이 중에서 가장 학습세트와 검증세트

에서 MSE가 작은 weight와 bias를 구한 뒤, 이를 예측 

세트에 적용시켰다. 또한 반복회수에 따른 결과의 안정

성을 검토한 결과 100회 이상 반복할 경우 그 평균값이 

안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측 모형을 평가하

기 위해서 100회 동안의 평균값을 제시하기로 한다.

<Table 1> Case of input data



<Fig. 2>  Cross-shore variation of the average of 
correlation coefficients

4. 결과 및 토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모형의 평가는 관측한 

suspended loads (C)와 예측한 C 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r)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Figure

1은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예측 모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관측값은 검정색 실선으로, 예측값은 붉은색 점선

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시간평균 (time-averaged) C를 

비교해 보면, 관측값은 0.20 kg/m2, 예측값은 0.22

kg/m2 으로서 10%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root-mean-square (RMS) C를 비교해 보면, 관측값은 

0.33 kg/m2, 예측값은 0,36 kg/m2 으로서 역시 10% 이

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구간에서의 상

관계수는 r=0.70 값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 

(Jaffe and Rubin, 1996) 및 표사 부유 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상당히 높은 값이라 할 수 있다.

Figure 2는 상관계수의 평균 ( )을 cross-shore 상의 
다섯 개 지점(Figure 2d)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2a 는 입력자료로 측정된 u의 값을 사용한 경우

이다 (Table 1의 Case 1). Bar crest에서 =0.49 값으로 
다른 지점과 비교했을 때, 표사 부유 예측이 가장 잘 되

고 있다. 다른 지점에서의 예측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b는 Table 1의 Case 2~4

의 경우를 나타내었다. k를 입력자료로 사용했을 경우 

 , 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약 3배 가량 그 예측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2c는  ,

 ,  중 2개 혹은 3개의 조합에 따른 표사 예측 능

력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의 Case 5~8).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난류가 입력자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우 (Case 5), 그 예측 능력이 난류가 입력자료로 포함되

어 있는 경우 (Case 6~8)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Time series of observed suspended load (black) 

and predicted suspended load (red)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표사 부유

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저빈도 흐름,

파랑, 난류 중에서 쇄파대에서는 난류가 표사의 부유

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Bar crest에서 표사 부유의 예측 능력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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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차에 의한 밀도류의 이류-확산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에 관하여

On a Preliminary Study on Advection-Diffusionof Density Currents due to

Salinity Difference

이우동1, 허동수2, 미즈타니 노리미3

Woo-Dong Lee1 , Dong-Soo Hur2 and Norimi Mzutani

1. 서   론

유체의 밀도가 불균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수평적인 압력경도로 인하여 흐름이 발생하는

데 이것을 밀도류라 한다. 예를 들어 담수에서는 호수,

저수지, 댐 등과 같은 정수상태의 수괴에서 수온성층이 

형성될 경우, 또는 융설수, 온천수, 부유사가 포함된 탁

수 등이 하천과 호수 등으로 유입되는 경우 밀도류가 

발생한다. 해양에서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발생하는 하

구밀도류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지만, 해수의 

수온과 염분분포에 기인한 해수의 열 염분 순환을 모두 

밀도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각 밀도류의 성질은 두 

유체 간의 밀도 대소관계에 의해 유입심도가 결정되고,

밀도차이와 중력과의 관계 계수인 환원중력(g`;

Reduced gravity)에 의해 이류속도가 결정된다.

종래부터 밀도류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이론적(Shanack, 1960; Benjamin, 1968), 실험적

(Simpson, 1969; Huppert and Simpson, 1980;

Marmoush et al., 1984) 그리고 조사(Wakimoto, 1982;

Mueller and Carbone, 1987)를 통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고, 현재에는 고정도의 수치스킴의 개발과 함께 컴퓨

터 성능의 향상으로 인하여, 과거의 연구들을 통해 명

확해진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한 수치계산(Patterson et

al., 2005; Cantero et al., 2006; Hormozi et al., 2008) 및 

현장조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De Cesare et al., 2006;

Sato et al., 2006; 윤종성 등, 2008)들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밀도류에 관한 수치계산에 있어서 유체의 밀도에 영

향을 미치는 물질의 정확한 농도산정이 핵심이다. 농도

산정에는 주로 이류-확산방정식을 사용한다. 이 방정식

에서 이류항은 유속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

동장을 해석하는 모델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확산항은 확산계수의 영향이 지배적임으로 수치계

산에서 고정도의 밀도류 해석을  위해서는 타당한 확산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연직확산계수의 산정에 있어 과거에는 유체사

이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리차드슨 수(Ri; Richardson

number)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Pacanowski and

Philanders, 1981; 윤종성, 1998). 최근에는 계산격자크

기보다 작은 난류해석을 위한 sub-grid scale 모델들이 

개발되어 와동점성계수에 의한 확산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평확산계수에 대해서는 와동점성계수

를 그대로 적용(Lesser et al., 2004; 윤종성 등,

2008)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연직확산계수에 대해서

는 적용한 난류모델 및 격자체계에 따라 동점성률과 확

산계수와의 비율로 표현되는 슈미트수(Sc; Schmidt

mumber) 또는 플란톨수(Pr; Prandtl number)를 적용

하여 재산정한다(Farhanieh et al., 2001; Lesser et al.,

2004). 또한 3차원 수치모델을 사용하는 Sato et al.,

(2006)에서는 리차드슨 수(Ri)에 의한 계수와 LES에 의

해 계산된 동정섬계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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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of  water tank for an experiment on density current

이상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밀도류에 관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염분농도 및 

바닥조건의 변화가  밀도류의 이류-확산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리모형실험

2.1 수리모형실험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염분차이 및 바닥조건(불/투과성, 경

사, 입경 등)에 따른 밀도류의 이류-확산특성을 해석하

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길이 165cm, 폭 20cm, 높이 

40cm의 수조를 제작하였다. 실험은 염료를 이용한 정

성적인 방법과 PIV 시스템에 의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

해 이루어진다.

2.2 수리모형실험의 조건 및 방법

<Table 1> Incident conditions for hydraulic model tests

본 실험에서는 수조의 한쪽 측면에 길이 15cm, 폭 

20cm의 격실을 구성하여 염수를 채웠으며, 염도(Ss)는 

10~30psu를 고려하였다. 또한 수조의 바닥은 불/투과

성의 1 : (0~∞)의 경사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투과성 매

체의 평균입경(d50)은 0.02와 0.25cm의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하였다(Table 1 참조). 정성적인 염료 실험은 격실

에 유색염료를 첨가하여 염수의 이류-확산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0.04sec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정량적

인 PIV실험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50×40cm의 

영역을 셔터스피드  1/2000sec, 해상도 1280×1024pixel

으로 1637플레임을 0.01sec 간격으로 16.37초간 입자영

상을 획득하였다. 실험에서 이용된 입자는 비중은 1.01,

입경은 0.25mm 이상을 이용하였다. 유동장 해석은 2차

원 유체해석 프로그램 DIPP-FLOW®을 이용하여 

32×32pixel(1.25×1.25cm)의 일정한 단위구역으로 유속

을 산정하였다.

3. 수리모형실험결과

3.1 밀도류의 이류-확산특성
Fig. 2~4는 이류-확산에 의한 밀도류의 형태를 5sec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Fig. 2는 격실의 염분농도가 

10psu, Fig. 3은 20psu, Fig. 4는 30psu의 경우이다. 여

기서 붉은색은 염수를 나타내고 검정색은 담수를 의미

한다. Fig. 2~4로부터 염분농도가 커질수록 환원중력

(g`)으로 표현되는 가속도의 원인으로 염수의 이류속도

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류속도와 밀도

차이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수와 담수의 경계면이 상당

히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t=5.0sec

(b) t=10.0sec

(c) t=15.0sec

(a) t=5.0sec

(b) t=10.0sec

(c) t=15.0sec

<Fig. 2> Time series of density contour shapes according to 
advection-diffusion with a salinity of 10psu (g`=8.28cm/s2)

(a) t=5.0sec

(b) t=10.0sec

(c) t=15.0sec

<Fig. 3> Time series of density contour shapes according to 
advection-diffusion with a salinity of 20psu (g`=16.25cm/s2)

<Fig. 4> Time series of density contour shapes according to 
advection-diffusion with a salinity of 30psu (g`=24.12cm/s2)

3.2 염분농도의 연직분포특성
Fig. 5는 평평한 바닥의 조건에서 격실 칸막이를 제

거한 후, 유동이 없는 정수상태에서 1cm 간격으로 측정

한 연직염분농도이다. 여기서 염분농도는 격실의 초기

값(Ss)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낸다. Fig. 5로부터 바닥

의 염분농도는 모든 경우에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초기염분농도(Ss)가 커질수록 연직방향으로 넓

게 염분이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염분

농도가 커질수록 경계층에서의 강한 와도로 인한 확산

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6과 7은 각각 바닥경사(S)가 1:1과 1:5의 경우에

서 나타난 염분농도의 연직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6과 7로부터 바닥경사가 완만할 경우(S=1:5), 사면의 길

이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환원중력(g`)에 의한 가속의 

영향으로 바닥부근에서의 염분농도는 작아지고, 경계

층의 염분농도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Vertical profile of salt concentration in the 
still-water for bed slope of 1 : ∞

<Fig. 6> Vertical profile of salt concentration in the 
still-water for bed slope of 1 : 1



<Fig. 7> Vertical profile of salt concentration in the 
still-water for bed slope of 1 : 5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염분 및 바닥조건(불/투과성, 경사,

입경 등)의 변화에 따른 밀도류의 발생특성에 관하여 

염료 및 PIV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염분농

도 및 바닥조건에 따른 밀도류의 이류-확산특성 및 연

직 염분농도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도출된 결

론은 밀도류 해석을 위한 이류-확산방정식에 적용되는 

확산계수의 선정에 있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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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방류특성과 외해영향

Characteristics of Effluents and Influence on Outer Region of the

Saemangeum Reservoir Caused by Inner Development

이화영1, 서승원2

HwaYoung Lee1, SeungWon Suh2

1. 서론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논쟁의 중심이었던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완공 후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위는 신시, 가력 두 배

수갑문의 시험 운영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있

으나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평수시 E.L.(-)

1.5 m, 홍수시 E.L.(+) 1.5 m의 관리수위를 유지하기 위

한 갑문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호는 환경부의 담

수화 계획에 따라 외해역과는 서로 다른 담수 환경으로 

변화되는데, 현 시점에서 내측 수질문제 뿐만 아니라 

새만금호의 담수가 외해로 방류될 경우, 생태 및 수질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선행된 서 등(2006)의 연구에서는 방류수의 영

향범위를 관리수위별 평가를 통해 외해에서 저염수의 

물리적 확산영향과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였으며, 신시갑문 방류시 0.5 m/s의 유동장이 갑

문전면으로부터 최대 10 km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질 평가 및 관리수위측면에

서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이은 

연속된 연구로 변경된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을 적용

하고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등 새만금 방류수가 외해

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담수화된 새만금호 내측의 담

수가 방류 후 외측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는데, 상류의 만경, 동진강으로부터 유입

되는 오염부하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관측망 자

료를 이용하여 DO, T-N, T-P, Algae 등 에 대한 평가

가 진행 되었다.

2. 연구방법

2.1 적용모형
새만금호의 신시, 가력 배수갑문으로부터 방류되는 

담수의 방류영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동수역학적

인 현상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반영한 

수질 인자들 간의 상호 반응이 고려되는 수치모형을 적

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서와 이, 2008;

서 등, 2010)에서 모형의 신뢰성이 검증된 모형으로 3차

원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모형

을 적용하였다. 본 모형은 US EPA 공개된 후 다양한 버

전으로 변화 발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Dynamic

Solutions사의 Craig(2011)가 전․후처리 툴을 추가하

고 윈시 코드를 Fortran 95로 코딩한 EFDC_DS 버전이 

대표적이며, 최근 OpenMPI 적용을 통해 계산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EFDC

모형은 크게 수동역학(Hydrodynamics), 수질(Water

Quality), 퇴적물 이동(Sediment Transport) 모듈로 구분되

며 모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모델의 이론서(Hamrick,

1992)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2.2 모형 수립
새만금호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외측해역과 내측 담

수호로 구분되는데 내측의 담수호는 방조제 완공 후 담

수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개발이 본격적으

로 실시되면 관리수위 적용에 따라 담수의 배출만이 이

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환경으

로 변화된 새만금호의 방류수가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

될 경우, 외해역의 수리 및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서 방향으로는 배수갑문으로부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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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까지 확장된 외해 영역을 포함 하도록 설정하고 남북

으로는 영광에서 천수만에 이르는 영역까지 확장된 격

자망을 구성하였다. 신시, 가력갑문의 방류수의 흐름방

향과 지형을 반영하기 위해 직교곡면형 선형좌표계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를 적용하

였으며 연직 5개방향의    로 구성하였다. 모형

의 상세 입력조건은 Table 1에 제시된다.

Number of horizontal cell :13,732(inner area: 2,490)

Time interval (dt) : 3 sec

Vertical layer: 5 layer(  )

Minimum mesh size : =200 m, =200 m

Run day : 70 day(spring, summer, autumn, winter)

Case : Present(without gate operation)

Plan(with gate operation)

<Table 1> 입력 조건

<Fig. 1> 새만금 내외측 모의를 위한 격자망

새만금호 내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의 주된 유입원

은 만경, 동진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서 제공하는 수질관측망(Fig. 2) 자료 중 현재 확보 가능

한 최근의 2010년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질모의를 

위한  수질인자는 질소(Nitrogen)계열, 인(Phosphorus)계

열, 유기탄소(Organic carbon)계열, Algae, DO를 포함한 

19개 수질상태변수를 고려하였다. 이외 저층의 용출과 대

기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의가 실시된다.

<Fig. 2> 수질 관측망(한국농어촌공사)

본 연구에서는 신시, 가력 두 배수갑문을 이용하여 자유 

유출이 이루어지는 상시개방 상태를 현재상태(Present)로 

가정하고 관리수위 E.L.(-)1.5 m 적용에 따라  이를 유지하

기 위해  배출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계획안(Plan)으로 구

분하였다(Fig. 3). 구분된 실험안의 모의는 계산의 효율과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계절별로 70일씩 나누어 실시하며 

결과의 분석은 강우로 인한 홍수량과 상류 오염부하량의 

유입이 많은  하계만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Fig. 4).

<Fig. 3> 관리수위 적용에 따른 내수위 및 

외조위 비교

(tide level은 각 배수 갑문에서의 조위 변화)

<Fig. 4>  만경 동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연간 하천유량  



3. 새만금호의 방류영향 모의

3.1 수리환경
현재 새만금호의 수위는 신시, 가력 두 배수갑문의 시험 

운영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본 실험안에서는  상시 개방을 

통한 자유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치모의

하였다. 이후 계획안은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평

수시 E.L.(-) 1.5 m, 홍수시 E.L.(+) 1.5 m의 관리수위를 유지

하기 위한 갑문 운영 조건을 설정하였다. Fig. 5~6에 상기 

조건으로 모의된 결과가 유속 분포도로 제시되는데 결과를 

분석하면, 자유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현재상태의 경우 

0.5 m/s 크기를 갖는 방류수는 신시 배수갑문에서 3

km, 가력배수갑문에서 2 km 까지 분포되는 것으로 분

석되지만, 관리수위를 적용한 경우 방류량에 따른 차이

로  각 배수갑문으로 부터 1.5 km, 1.8 km 내로 영향범

위가 축소되어 나타난다.

<Fig. 5> 상시개방 적용시 유속분포   

<Fig.  6> 관리수위 적용시 유속분포  

<Fig.  7> 방류유속의 영향범위

3.2 수질환경 
수리환경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관리수위를 적용함에 

따라  수리환경 변화에 기인한 수질환경의 변화가 발생

한다. 본고에서는 수리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수질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모

의된 수질인자 중  DO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제시된다.

설정안별 DO농도의 변화가 제시된  Fig. 8과 같이 관

리수위를 적용한 경우 담수의 방류가 제한적이므로 상

시개방안 보다 DO의 농도가 1~1.5 mg/L 높게 나타난

다. 즉,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되는 방류량이 감소됨에 따

라 상대적으로 수질이 저하된 새만금호의 담수가 외해

역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된다. 그러나  Fig. 9와 같이 하

계 홍수시 새만금호의 관리수위 유지를 위해 담수 방류

량이 증가되면 상시개방시와 유사한 농도로 감소되어 

나타난다. 이는 새만금호 방류수의 영향이 평상시보다 

하계 홍수량 방류시 단기간에 외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해된다.

방류에 따른 DO 농도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방류유

속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DO의 평면적 분포를 Fig. 10

에 도시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상시개방 조건인 현재상

태의 경우 장기 해수소통으로 인해 호 내측의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수질이 외해역에 확산되어 제한적인 방류를 실

시하는  계획안보다  DO 농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새

만금호 방류수가 장기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인근

해역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Fig. 8> 정점 SO1, 5에서의 DO 농도의 변화

<Fig.  9> 신시 배수갑문을 통한 배출량

<Fig. 10> 방류조건에 따른 DO 의 변화

4. 결론 

새만금호의 담수방류가 외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수리 및 수질환경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였

다. 결과는 수리, 수질환경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하계

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관리수위를 적용하지 않을 경

우 0.5 m/s 크기를 갖는 방류유속의 영향은 신시, 가력

배수갑문 전면으로부터 각각 3 km, 2 km 까지 나타나

며, 관리수위 E.L.(-)1.5 m를 유지할 경우 1.5 km, 1.8

km 내외의 범위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리수위 적용에 따라 유출유량 및 담수의 확산범위가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방류가 발생할 경우 

보다 넒은 해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담수 방류시 상대적으로 저농도의 DO가 방류됨

에 따라 인근해역에 최대 1~1.5 mg/L 내외의 DO 농도

의 저하가 발생하며 방류량이 클수록 이러한 변화는 크

게 나타난다. 이는 홍수시 배수갑문으로 배출된 담수가 

인근해역의 수질환경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개발에 따른 수체적 변화를 고려

하지 않고 관리수위 적용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기 때

문에 내부개발이 완료되고  새만금호 내측  수체적이 

감소되면 새만금호 담수의 확산범위는 더욱 크게 증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새만금호로부터 방

류된 방류수가 외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향후 후속연구

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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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해수욕장에서 사석호안 배후의 모래이동에 한 수치해석에 하여

On Numerical Analysis about Scour in rear of Rubble Mound  Revetment at 

the Artificial Beach

허동수1, 정연명2

 Dong Soo Hur , Yeon Myeong Jeong

1. 서 론

에 어들면서 인류는 많은 성장을 이룩하

고 높은 생활수 을 갈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높은 생활수

을 충족시키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안지역의 개발로 인해 많은 

문제 들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해안지역의 보호

를 해 다양한 해안구조물이 설계·시공되고 있

으며, 그  해수욕, 낚시 등 여가 활동을 한 

장소로서 인공해수욕장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안의 개발에 따른 보상의 의미

도 포함하여 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해수욕장

에서 사석호안은 랑의 직 인 향을 차단하

여 배후지역의 이용성을 극 화 시키는 구조물로

서 해변 모래의 유출을 방지하여 인공비치를 보호

하는 호안구조물로서 많이 이용된다.   

  인공해수욕장의 건설시, 사석호안에서 geotextile 

sheets, filter layers의 재료는 배후지역 모래의 

cave-in 상을 방지하기 해 배치된다. 하지만 반

복되는 랑의 내습에 의해 geotextile sheets, 

filter layers의 두 재료  geotextile이 찢어져 구

멍이 생기면서 cave-in 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 

후, cave-in 상에 따른 모래유출에 의해 경제  

손실  안 사고 등의 한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책이 시 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cave-in 발생기구에 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한

다. 

한편 이러한 모래이동에 한 수치해석기법으

로서 입자법이 종종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원래 암반 변형의 해석을 목 으로 개발

되어 지 까지도 구조공학, 지반공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수공학에서도 

용되고 있는 개별요소법(DEM)을 이용한다. 이에 

한 과거의 연구로서는, 혼합사의 이동기구에 따

른 연구로서 질을 구성하는 입경  면에서의 

유율이 부유사 농도  표사랑에 미치는 향

(伊褔와 住井, 1993)과 비사를 상으로 saltation

입자가 질 입자군에 충돌했을 때의 질입자군

의 응답에 한 수치시물 이션(三島ら, 1993), 변

동 압을 받는 해 지반 거동의 수치모의(後藤
ら, 1994), DEM-FEM 모델에 의한 변동수압장에 

있어서 호안 주변의 지반의 유동해석(前野ら, 

2001) 등이 수행되어왔다. 이 게 DEM을 이용한  

해 지반과 호안주변의 질의 이동에 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 졌지만, 사석호안 배후의 모래이

동에 한 연구는 미진한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해수욕장을 상으로 

하여, 사석호안 배후의 모래 이동기구에 해 검

토하기 해 ·구조물·모래의 상호작용을 고려

할 수 있는 2차원 수치해석수법, LES-WASS-2D 

(허와 최, 2008)와 표사모델로서 개별요소법

(Discrete Element Method, DEM)을 결합한 해석 

기법(허와 , 2011)을 이용하여 사석호안 배후의 

모래이동에 해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연성해석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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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s of two dimensional elements 

<Fig. 2> Definition sketch of numerical wave tank 

2.1  DEM의 개요
개별요소법은 Cundall and strack(1979)에 의하여 제

안되었으며 입상체의 동역학  거동을 수치 으로 해

석하는 수법으로 각각의 요소가 운동방정식을 만족한

다. 한 요소간의 힘의 달을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요소간의 ·충돌에 의

해 발생되는 상호작용을 탄성스 링과 성 Dashpot

에 의해 표 하고 있다.

 

Fig. 1은 개별요소법의 원리를 2차원 좌표계로 

나타낸 것으로 요소 (반경:)와 요소 (반경:)간

의 조건은 식(1)과 같다.

 ≥                  (1)

개개의 요소가 만족해야 할 운동방정식은 병진  회

에 해 각각 식(2)-(4)와 같다. 여기서 은 요소의 

질량을 와는 요소 의 수평  연직유속성분을 는 

요소 의 체 을 는 요소의 도를 ′    ′은 요소 

의 부가질량  부가 성 모멘트를 나타낸다. 한, 

 와 는 요소 에 작용하는 힘( 력)의 

총합으로서 수평  연직성분을 는 모멘트의 

총합을 나타낸다.

′  


                     (2)

′  


        (3)

  ′  


                                     (4)

요소에 작용하는 수평  연직 성분의 력은 식

(5),(6)을 이용하여 산정되며, 여기서 는 항력계수,

은 성력 계수, 는 요소의 직경, 는 물의 도, 

와는 각각 x방향과 z방향의 수립자속도를 의미한다.

  








      (5)

  








        (6)

2.2 LES-WASS-2D의 개요
본 연구의 외력조건인 유속장의 시계열 해석에 

이용되는 LES-WASS-2D는 허와 최(2008)에 의해 개

발된 2차원수치해석수법으로서 무반사조 를 한 

조 소스(조 원천)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과 Porous 

Media의 용을 하여 투과성내의 유체 항으로서 

성 항, 난류 항  층류 항을 도입한 수정된 

Navier-Stokes 운동방정식과 자유표면을 추 하기 

한 VOF함수인 이류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난류모델로서 Sub-grid scale 모델을 이용한 LES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2.3 연성해석 기법의 흐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성해석 수법은 수 투과성

구조물을 상으로 한 동장 해석으로 2차원 동

장 해석법(LES-WASS-2D)을 이용한 수 투과성구조

물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한 후, 이 유체력을 개

별요소법(DEM)에 배열된 요소에 용한다. 용된 

유체력은 운동방정식에 의해 각 요소의 이동변 를 

구하여 치를 결정하게 되고, 이동된 각 요소들의 

치는 다시 동장 해석법에 용시키는 양방향 

해석법으로 각각 시간스탭마다 요소의 이동변 에 

해 검토를 수행하 다.

3. 수치해석제원

 랑에 지에 의한 사석호안 배후지의 모래이동에 한 검토를 하기 해 Fig. 2와 같은 수치 동수조를 



<Table 2> Incident wave condition

CASE Hi(cm) Ti(sec)
1

3
1.0

2 1.2
3 1.4
4 2.5

1.05 3.5

<Table 1> Set-up conditions of DEM and 
LES-WASS-2D

구분
Rubble 
Mound 

(cm) 1.0
 0.38

Sand 
area

(cm) 0.2
 0.4

(
) 2.65

  

<Fig. 3> Initial CASE of DEM

  

<Fig. 4> Scour in rear of Rubble Mound 
Revetment. CASE1(=3.0㎝,=1.0sec); 

CASE2(=3.0㎝,=1.2sec);           

CASE3(=3.0㎝,=1.4sec)

이용하 다. 조 소스항으로부터 의 재반사를 방지

하기 해 호안부의 외해 쪽에 부가감쇠 역을 설치하

다. 

사석호안 역과 사석호안배후지의 모래 역을 

DEM의 요소로 표 하 고, 사석호안부분에 모래흡입

과정을  해 인 으로 Fig. 2와  같이 사석호안과 배

후지 사이의 하단부분 geotextile의 손을 가정하

다. 사석호안과 사석호안배후 모래지반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LES-WASS-2D(허와 최, 2008)와 개별요소법(DEM)

의 연성해석수법을 이용한 사석호안배후의 모래이동

에 한 연구 입사 랑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4. 수치해석결과

Fig. 3은 DEM해석 역에서 사석호안과 배후지의 

기 배열을 나타내었고, Fig. 4는 랑조건  입사

고()를 고정하고 입사주기()변화에 따른 사

석호안 배후의 모래이동을 나타내었다. Fig. 5는 

랑조건  입사주기()를 고정하고 입사 고

()의 변화에 따른 사석호안 배후의 모래이동을 

나타내었다.  Fig. 4와 5로부터 입사 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한 고가 커질수록 많은 양의 요소

가 사석호안 쪽으로 빠져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배후지의 cave-in 상은 재

할 수 없었으며 이에 해서는 검토가 더욱 필



  

  

<Fig. 5> Scour in rear of Rubble Mound Revetment. 
CASE4(=2.5㎝,=1.0sec); 

CASE1(=3.0㎝,=1.0sec);           

CASE5(=3.5㎝,=1.0sec)

요할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구조물인 사석호안 배후지

역의 모래이동에 해서 검토하기 하여 

LES-WASS-2D(허와 최,2008)와 DEM(개별요소법)을 

이용하여 랑조건의 변화에 따른 수치시뮬 이션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사석호안에 의해 모래지반에 

작용하는 랑에 지는 감소하지만, 입사주기가 길

어질수록 짧은 경우보다 상 으로 모래이동이 호

안 내부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마찬가지로 입사 고가 커질수록 호안 내부로의 

모래이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배
후지의 cave-in 상은 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공해수욕장 배후지의 모래유출에 따른 

경제  손실  안 사고 등에 한 책을 해서는 

사석호안배후의 모래이동에 하여 더욱 다양한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계속 검토해 나갈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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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using R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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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first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in 
Korea is the operational storm surge prediction 
system, KOSY (Park et al., 2009) which was 
developed by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Korea. The KOSY has been in operation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to forecast sea 
surface elevation in a stormy weather such as 
typhoon approach nested with atmospheric model 
CE based on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wind model. It was successfully 
reproduced storm surge signals around coastal 
waters of Korea for a selection of four major 
typhoons. The system responds correctly to the 
given typhoon information and the low-pressure 
event and predicts storm surge occurrence 
approximately 68 hours ahead.

The Saemangeum Operational Oceanographic 
Networks (SOON), a suit of model system for the 
Saemangeum (hereafter SMG)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which is located at mid-western 
coast of Korea, has been developed exclusively for 
the SMG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hat 
consists of operational modeling system and 
coastal GIS system (Lim et al, 2011). The 
modeling system comprises of atmospheric and 
hydrodynamic models coupled with 3D 

hydrodynamics, wave, sediment transport, and 
water quality modules. It is based on community 
models such as ROMS for hydrodynamics, WRF 
for meteorological surface forcing, SWAN for 
waves, and CE-QUAL-ICM (hereafter ICM) for 
water quality. The hydrodynamic variables are 
forecasted twice a day in the 72-hours base and 
exported to the web-GIS system for real-tim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The external linkage 
module between hydrodynamic model of ROMS 
and eutrophication model of ICM was developed 
for the water quality modeling of SMG coastal 
waters of Korea (Kim et al., 2011).

2. The Operational Model ROMS

The ocean circulation model ROMS which has 
various computational pathway such as standalone 
or coupled to atmospheric or wave models is 
three-dimensional, free-surface, terrain-following 
numerical model that solves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using the hydrostatic and 
Boussinesq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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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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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9, L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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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et al., 2011) coupled 
externally for water quality, and even with 
nonlinear processes.

The down-scaled operational oceanographic 
modeling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uses four different domains with cell size of 1.8 
km; two domains are for northwestern and 
southwestern coastal waters covering 124.0 – 
127.0°E, 34.6 – 38.4°N, and other two domains are 
for southern coastal waters covering 125.0 – 
130.5°E, 32.8 – 35.8°N. Each domain has nested 
into high-resolution model system to resolve 
high-resolution hydrodynamics of coastal waters 
for Incheon port in northwestern coast, 
Saemangeum estuary in southwestern coast, and 
southern ports of Yeosu, Masan, and Busan of 
Korea. In vertical array, we use 20 levels with 
significant stretching near the surface and bottom 
to resolve surface suspended transport and bottom 
sediment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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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computed with 2 years 
simulation using monthly mean temperature and 
salinity data derived from the World Ocean Atlas 
2005 (WOA2005) with monthly mean surface 
forcing derived from the Comprehensive 
Ocean-Atmosphere Data Set (COADS). The model 
is driven on open boundary condition by the 
predicted results of another circulation model 
ROMS with 9 km grid size, in which it has been in 
operation using data assimilation method for the 
Yellow Sea providing wind-driven circulation, 
temperature and salinity. Surface forcing such as 
wind stress, heat flux and water flux is derived 
from operational atmospheric model WRF with 
4km grid for the East China Sea, in which the 
predicted result is automatically converted into for 
the operational model. For restarting the 
operational system, the model uses the previous 
result simulated 12 hours before as an initial 

condition. With the predicted atmospheric surface 
forcing and nested open boundary condition 
automatically converted through shell-script, the 
operational model forecasts tides, wind-driven 
currents, temperature, salinity, storm surge height, 
and wave information twice a day (06:00 and 
18:00) for 72 hours. Figure 1 shows process of 
down-scaled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using wave coupled 
model ROMS.

<Fig. 1>  Process of forecasting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3. RESULT : Operation of the System

The down-scaled operational oceanography 
system comprises of atmospheric and 
hydrodynamic models coupled with 3-D 
hydrodynamics, wave, sediment transport and 
water quality modules. The operational model 
predicts tides, wind-driven circulation, temperature 
and salinity twice a day in the 72-hours base. The 
predicted results are exported to the web-GIS 
system for real-tim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and validation with real-time monito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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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ed through web-GIS based 
coastal information network system which provides 
real-time visualization and analysis tools for 
comparison of predicted result and observ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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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es, wind-driven currents, 
temperature and salinity twice a day (06:00 and 
18:00) in 72 hour base.

4. CONCLUSION

We have developed a high-resolution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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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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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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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 그라  설을 통한 부유사 발생 억제 장 실험

Field Experiment of Enclosed Grab Dredging on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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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에서 설 사업의 시행이 해양환경에 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은 공사 시 질 교란에 의해 발생되는 

부유토사 이다. 이는 작업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어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발

생률, 입도분포, 유속 등에 의해 결정된다(진 등, 2003).

이러한 부유토사는 서생물 는 가두리 양식 생물에

게는 치명  향을 미친다(오·송, 2003; 농어 진흥공

사, 1988). 해양에서의 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공종에 따라 발생정도가 상이하게 나타

난다(맹 등, 2005). 따라서 설 사업의 시행 시에는 이

러한 향 요인에 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 

해양 설공사에 사용되는 설공법으로는 호퍼 

설, 펌  설, 그라  설, 폐형 그라  설 등이 

있다. Hopper 설과 Pump 설이 유사한 방법이며, 

일반 그라  설과 폐형 그라  설이 유사한 설 

방법으로 분류된다. 호퍼 설 방식의 경우 높은 설 

효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월류수에 의한 향을 피할 

수 없으며, 설 단가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펌

설의 경우에는 호퍼 설과 유사한 방식을 이용하나 

설토사를 송토 을 통해 이송하며, 단가가 렴하고 

설과 매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지만 정

박 수역과 송토 의 길이 등에 제약을 받는 특성을 보

인다. 일반 그라  설의 경우에는 버킷을 이용하여 

설하며, 효율 인 운용이 가능한 반면, 개방된 버킷 

상단에서 일어나는 overflow 상에 의해 부유물질 발

생량이 가장 높다 (Fig. 1a). 그러나, 폐형 그라  

설은 그라 버킷 상부가 완 히 폐되어 해 면에서 

그라  상부가 폐합된 상태로 수면 로 이송되어 부

유토사의 유출이 감소되며, 타 설공법과 비교하여 

설공사시 높은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Fig. 1b). 

한 기존 개방형 그라  설선에서 그라  부분만 폐

형 그라 으로 교체함으로써, 폐형 그랩 설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형 그랩에 의해 발생되는 부유물

질의 확산 범 를 분석하기 하여 2010년 12월 22일 - 

23일의 기간 동안 여수시 신덕동 인근 여수오일탱크터

미  사업 실시 정 주변 해역에서 물리  특성, 퇴

물 분포, 부유물질 배경농도, 설시 부유물질 농도 분

포에 한 장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형 그라 와 폐

형 그라  설 시 부유사 발생량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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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그라  설 경: (a) 개방형 그라 ; (b) 폐형 그라

2. 현장실험

2.1 준설 현장 조사
여수오일탱크터미  조성사업의 치  면 은 

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신덕동 일원  면 해상, 육상

부 278,447 m2  해상부 65,511 m2이다 (Fig. 2). 당  

설계획으로 펌 설로 234,000 m3과 Hopper형 

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유사 발생 억제를 하여 

설 계획이 수정되어, 폐형그라  설로 2,258,000 

m3 의 해상부 설이 계획되었다.

<Fig. 2> 설 장  유속, 유향 측 치도

조사 해역에서의 유향  유속 분포 특성을 악하고

자 Vectrino field probe를   조사 기간( 2010년 12월 23

일 02시 40분부터 15시까지) 동안 설치하여 단기간의 

유향, 유속 경향을 분석하 으며 (Table 1), 조사 일   

부표추 을 통해 폐형 그랩 설 시 부유사 확산 범

에 한 측선을 선택하 다. 

<Table 1>   유향․유속 측 개요

Station
좌 표 (TM)

측기간
측수

심X Y

ADV 271635 149266 2010.12.23 3m

다음으로 해역의 부유물질 기본 배경 농도를 측하

기 하여 설 정 수역을 심으로 500m지 과 

1,000m 지 에 이격 거리  방향별로 총 12개 정 을 

지정하여 설 시작 일인 12월 22일에 측을 실시하

다. 이를 해 각 정 별로 표- - 층에 해 층 

채수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 으며, 500ml 용량

의 PE병에 수층별로 담아 실험실로 운반한 후 ‘해양환

경공정시험방법 - I. 해수; 4장 5항 부유입자물질’ 분석

을 실시하 다. 

설 시작과 동시에 그라  설에 따라 발생되는 부

유물질 농도의 측정을 해 창-낙조시로 구분하여 설

선으로부터 이격 거리에 따른 부유사 확산 조사를 실시

하 다. 창조시의 조사범 는 20m, 40m, 60m, 80m, 

100m, 150m, 200m, 300m 지 에  해 실시하 으며, 

조사선박을 심으로 하여 북측 방향으로 서측을 F1, 

북측을 F2, 동측을 F3 측선으로 선택하 다. 낙조시에

는 설 선박으로부터 20m, 40m, 60m, 80m, 100m, 

125m, 150m, 200m 지 에 해 조사 선박을 심으로 

하여 남측 방향으로 서측에서 동측으로 각각 E1, E2, 

E3, E4 측선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Fig. 3). 부

유물질 시료는 일에 실시된 배경농도 측정시와 마찬

가지로 층채수기를 이용하여 각 정 별로 표층, 

층, 층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2.2 부유사 발생단위 산정
일본 운수성 제4항만건설국은 1973∼1977년 동안 운

수성 산하의 각 지방 항만건설국이 주도한 장조사 결

과와 Nakai(1978)의 퇴 물 발생원단  (TGU: 

Turbidity Generation Unit) 개념에 근거하여 각 공종

에 따른 퇴 물 발생원단  지침을 만들었으며, 1981년 

조사를 추가⋅보완 하 다(운수성, 1982).



 <Fig. 3> 부유사 확산 범  조사 검도

TGU의 일반 인 정의는 ‘단 량의 해 퇴 물을 

설할 때 발생하는 탁도’이다. 그러나, 상기의 자료에서

는 유속을 제외한 설조건이 같더라도 해당 설지

의 유속에 따라 부유가능입자의 입경이 변하므로 TGU

를 “입경 74μm (silt 상한)이하의 입자가 부유되는 한계

유속 (약 7cm) 상태에서 설 혹은 설토 투기 등의 공

사시  취 토량 1m3당 발생하는 부유토사량”으로 정의

하 다.

공사에 의해 발생한 탁도가 단면 폭이 B인 직선을 벗

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단면  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단면에 따른 부유토사발생량(W)은 다음과 같다.

부유토사발생량 






×         (1)

여기서 hi = 평균수심; Ci = 배경농도를 뺀 상, , 하층

의 부유물질 평균농도; u = 평균 조류속도; n = 측 수; 

B =단면 폭 이다.

식(1)에서 구해진 부유토사발생량(W)와 상기의 

TGU의 정의에 따라 만일 지유속이 입경 74μm 이하

의 입자가 부유되는 한계유속인 7cm이라면, 오탁발생

원단 인 TGU는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R74 = 해 퇴 물  입경 74㎛ 이하 입자들의 

무게; R0 = 지 표유속 Vc에서 부유 가능한 최 입

경 d0이하 입자들의 무게비; Q =시공량 (903 ㎥) 이다

3. 실험 결과

3.1 현장 조사 결과
물리  특성에 한 조사 결과 유속은 평균 

38.6cm/sec(±18.6), 최 유속은 70.3 cm/sec, 최소유속

은 2.5cm/sec의 범 를 나타내어 비교  높은 수 이

었고, 해류의  흐름은 창조류때 북측과 낙조류때 남측

의 흐름이 우세하게 나타나 주 흐름이 남북 방향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퇴 물 분포의 경우 설토의 입도 분석 결과에서 

Silt 〉Clay 〉Sand의 순으로 나타났다. Silt의 분포는 

평균 53.9%를 나타내었으며, Clay가 32.6%의 분포를 

보 고, Sand가 평균 13.4%의 분포를 나타내어 설토

의 조성은 사질실트질(sZ : sandy silt)로 조사되었다.

부유물질 배경농도의 경우에는 창조시에는 표층에

서 평균 9.6mg/L(±1.4), 층에서 10.4mg/L(±3.5), 

층에서는 10.1mg/L(±2.2)의 범 를 나타내며 표층에

서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찰되었다. 낙조시에도 

표층에서 평균 10.2mg/L(±2.1), 층에서는 10.4mg/ 

L(±2.0), 층에서는 10.7mg/L(±4.6)의 범 를 나타내

며 표층에서 농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폐형 그랩 설 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확산 범 에 

한 조사 결과에서 창조시 F1 측선의 경우 40m지  

표층에서 25.1mg/L의 상 으로 높은 부유사농도가  

측된 것을 제외하고 그 외 지 에서 15.0mg/L이하의 

낮은 부유사농도를 보 다. F2 측선은 설선 기  북

쪽 방향이며 40m지 의 표층, 층, 층의 부유사 농

도는 각 83.8mg/L, 89.9mg/L, 34.1mg/L로 다른 조사

지 들에 비해 히 높은 편이었으나, 설지 에서 

더 멀리 떨어진 100m지 은 평균 11.1mg/L, 150m지

은 평균 12.2mg/L로 배경부유사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80m 미만의 확산 범 를 나타냈다 (Fig. 

4(a)). F3 측선은 20m와 40m지 의 층에서 각 

30.2mg/L, 60.4mg/L의 부유사농도가  측되어 설 

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80m지 부터는 평

균 10.0mg/L 내외로 설에 의한 특이  향이 발견

되지 않았다. 

낙조시의 경우 E1 측선의 20m지 의 표층과 층

에서 각 34.9mg/L, 86.7mg/L로  상 으로 높은 부유

사농도가 측되었으며 이 후 80m지  까지는 

15.0mg/L내외의 다소 높은 농도를 보 으나, 이 후에

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E2 측선의 20m지 은 

표층, 층, 층에서 각 26.4mg/L, 36.7mg/L, 

35.4mg/L로  수층에 걸쳐 부유사의 향을 고르게 

받았으며 60m 지  이후에 소멸 경향을 나타냈다. E3



측선의 20m지 은 표층과 층에서 각 56.5mg/L와 

30.2mg/L로 부유사확산  향이 측된 이후 차 감

소하 고, 80m 지 에서 소폭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는 설에 의한 부유물질의 증가에 따른 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E4 측선은 창조시의 부유사 확산 조사에

서 가장 높은 부유사농도가 측된 지 이며 특히 20m

지 의 층(103.4mg/L)과 표층(76.4mg/L)에서 농도

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어 40m지 의 평균 부유사농

도는 24.1mg/L, 60m지 은 평균 17.8mg/L, 80m지

은 평균 17.5mg/L, 100m지 은 평균 17.8mg/L으로 

최  100m 미만의 거리에서 부유사 확산에 의한 부유

물질 농도 증가가 악되었다 (Fig.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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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부유물질의 이격거리별 농도 분포: 
(a) 창조시 F2 측선; (b) 낙조시 E4 측선

3.2 준설구간 부유사 발생량
장 조사 결과 측정된 평균조류속도 1,389.6 m/h와 

총 36지 에서 측정된 상, , 하층 부유물질 평균농도 

(배경농도 배제) 에 하여 부유토사발생량(W)를 계산

한 결과 3.498 t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로부터 89.9%

로 측정된 R74 와 99,9%의 R0로부터 총시공량 903 m3에 

해 부유사 발생원 단  TGU (Wo)가 3.485 kg/m3으

로 산정되었다.

당  계획한 Hopper 설은  2,400 Hp × 2의 규모

로서 운수성(1982) 에 의하면 silty clay에 한Hopper 

설의 TGU는 7.10 ㎏/㎥으로 선정된다. 폐형그라

 설의 경우 운수성(1982)에 따르면3.5 ㎏/㎥의 발

생원 단 를 가지게 되며 이는 회 장실험에 의해 

계산된 3.485 ㎏/㎥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다.

4. 결론

본 산정 결과는 1회의 측 자료에 근거한 결과로서 

각 시간별 수심  유속, 부유토사 농도 등이 평균 자료

이므로 실제 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산정 결과가 일본 운수성의 폐형 그랩 부유토사

발생원단 인 3.5kg/m3과 유사하게 검토됨으로서 본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

서 사용된 폐형 그랩은 해양에서의 설  공사 시 

Hopper 설  일반 개방형 그라  설에 비해 부유

물질 확산을 효과 으로 감할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단되며, 폐형그랩이 환경오염원 발생량 감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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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의 기온  수온자료의 이력고리 형태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the hysteresis loop shape 

between air and water temperatures data in the coastal zone

조홍연1, 오지희2, 이길하3

 Hongyeon Cho1, Jihee Oh2 , and Khil-ha Lee3

1. 서 론

연안의 기온  수온자료는 선형 계보다는 이력고

리(hysteresis loop)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력고리형

태는 기온과 수온의 인 변화 양상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시간 ·공간 으로 다양한 보이게 된다. 기

온과 수온자료의 이력고리 형태는 측자료를 이용하

여 간단하게 도시할 수 있으나 시간 인 변동성분의 

향으로 우세한 형태를 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

는 1시간 간격의 2010년 기온과 수온 측 자료의 조화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자료를 1년 주기를 기 으로 

 작아지는 주기성분(반년주기, 1/3년 주기, 1/4년 주

기 성분 등)으로 도출하여 이력고리형태를 도시하는 방

법을 채택하 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력고리는 타원

으로 구성되며, 타원의 경우, 장축과 단축의 길이  수

평을 기 으로 한 경사각 등을 표 매개변수로 산정할 

수 있다. 보다 복잡한 형태의 이력 고리는 1년 이하의 

단주기성분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도시에 의한 

형태비교는 가능하지만 수치로 제공되는 매개변수 비

교가 곤란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타원 

이력고리 형태를 기 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기온  수

온 상호 변화 양상을 표 하는 이력 고리 형태를 비교

분석하 다. 그러나 기온과 수온의 계를 이력고리 형

태로 근사화 하는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계는 겨울의 하한경계(lower limit) 부분이다. 이 역

에서는 기온의 변화 범 는 크지만 수온은 특정 수온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최소 수온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

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력고리 형태는 

체 인 연간 변동양상을 평균 으로 악하는 방법으

로는 유용하지만 특정 기간의 변동양상은 하게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이력고리 형태 분석

2.1 기온 및 수온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온  수온자료는 국립해양조

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1시간 간격의 2010년 자료

이다. 측지 은 Fig. 1에 제시하 다. 이력고리

(hysteresis loop)는 기온과 수온 자료를 조화분석하여 

얻어지는 성분함수 에서 가장 우세한 1년 주기성분 

에 해당하는 함수를 (AT(t), WT(t)) 형태로 도시하면 얻

어진다. 여기서, AT(t), WT(t)는 각각 조화함수로 표

되는 기온과 수온의 시간함수이다. 축을 기온으로 하

고, 축을 수온으로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온  수

온자료를 연속 으로 도시하면 지역 인 기온  수온 

계를 포함하는 이력고리 형태를 얻을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기온  수온자료가 제공되는 지 을 기 으

로 얻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이력고리 형태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 다. 이력고리의 심 은 기온과 수온의 

평균이 치하는 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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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the air and water temperature 
monitor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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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ative plots of the hysteresis loop shapes (West-1 area)

2.2 이력 고리 형태의 비교  
우리나라 연안의 기온  수온자료를 이용하여 얻어

지는 이력고리 형태는 기와 해수면에서의 열 교환  

특성  해양에서의 혼합 양상 등이 반 될 수 있다. 

한 도에 따른 태양복사량의 차이 등도 반 되기 때문

에 토차이가 크게 나는 지 을 서로 직  비교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한 지 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2~3개 정도의 측지 을 그

룹으로 하여 이력 고리 형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선

택하 다.

Fig. 1에 제시한 각 역 에서 West-1, South-1, 

East-1 지 을 선택하여  이력고리 형태를 비교한 그림

을 각각 Fig. 2, Fig.3, Fig. 4에 제시하 다. 그림에서 보

면, 서해 안산지 은 다른 지 과는 달리 매우 얇은 형

태의 이력고리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지

도 형태는 유사하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

는 부분이 이력고리의 두께 부분이다.  이력고리의 두

께 부분은 기온과 수온의 상승기의 시차를 반 하는 부

분으로 이 두께가 증가할수록 시차가 크고, 이 두께가 

감소할수록 시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기온과 수온의 시

차가 작다는 의미는 기의 해수면으로의 열 달이 즉

각 이거나 해수에서의 연직혼합이 활발함을 의미하

고 이으나, 보다 정확한 단은 기와 해수면에서의 

열 교환 특성, 해수교환 특성  지역 인 특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단한다. 본 발표에서는 그 원인분

서에 앞서 기온과 수온의 상 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력고리의 공간 인 형태비교를 통한 차이의 비교-분석

에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인 비교와 더불어 이력 고리를 

표 하는 표 인 매개변수, 즉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이력고리의 두께), 수평을 기 으로 한 경사각을 

산출하여 지 별로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자료의 측지 에서의 주요 이력고리 매개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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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ative plots of the hysteresis loop shapes (East-1 area) 

<Fig. 3>  Comparative plots of the hysteresis loop shapes (South-1 area)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3. 결론 및 제언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간 인 

기온의 평균은 기온의 연주기 성분 진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수온

의 경우에는 공간 인 변동범 가 연주기 진폭성

분의 변동범 와 등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각은 기온의 경우에는 공간

인 차이가 상 으로 미미한 정도로 악되었으

나, 수온의 경우에는 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온과 기온의 지각차이는 기온이 최고기온 

는 최 기온에 도달하고 수온이 최고기온 는 최

기온에 도달하는 시간차이를 의미한다. 이 차이

는 동해안의 경우 17~23일 정도이고, 남해안의 경

우에는 13~15일 정도, 서해안의 경우에는 15~17일 

정도로 악되었다. 산의 27일 정도의 지각차이

는 지역 인 특성과 자료에 한 보다 상세한 검

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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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냉각수가 형산강 유동  성층 구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power cooling water on the structures of flow and 

stratification in Hyung-San river

윤종성1, 고동우2, 김명규3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발 냉각수는 주로 바닷물을 이용

하며 증기를 식힌 바닷물은 약 7~9℃ 정도 온도가 높아

져 해안으로 방류된다. 해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

반 으로 배수구를 통해 방류된 온배수는 자연 해수와 

섞이거나, 기 으로 열을 발산시켜 먼 바다로 나가

면서 주  바닷물의 온도와 같아진다. 온배수는 주변 

해수의 수온을 상승시켜 연안 수질환경  생태계에 

향을 끼치며, 온배수 확산은 성층 하구역에서의 흐름과

도 유사하여 하천 유출, 부유토사 등의 작용과 외해로

부터의 조석, 랑, 연안류 등의 작용이 더해져 수 , 유

속 변화, 도류, 부유토사 는 오염물질의 침 ·퇴  

등의 수리 상이 일어난다.

하구에 있어서 해수의 침입 형태는 염수와 담수의 혼

합의 강약에 의해 약혼합, 완혼합, 강혼합으로 구분된

다. 약혼합형에서는 입퇴조에 의한 혼합이 약하고 하천

수와 해수가 2층을 이루어 염수 쇄기를 형성한다. 따라

서 상층에서는 하구로 향하는 하천수의 흐름, 층에서

는 상류로 향하는 해수의 흐름 즉, 력 순환이 형성되

고 있다. 강혼합에서는 입퇴조에 의한 확산혼합이 강하

고 횡단면내의 염분 분포는 거의 한결같다. 완혼합형은 

약혼합형과 강혼합형의 간 형태이다. 이러한 혼합형

태는 시간  ․ 공간 으로 일정하지 않고 지형, 조

변동량, 하천 유량 등의 여러 가지 물리 인 요인의 

향을 받아 변화한다. 해수의 염분이 낮고 수온이 높을 

때 유입하는 하천수의 수온이 낮고 탁 물질을 많이 

포함한 경우에는 하천수의 도가 커져 해수 아래로 기

어드는 담수 쇄기가 찰되기도 한다. 특히, 강혼합 상

태의 경우에는 단면내의 염분차이가 작기 때문에 정조

기 시 후로 이러한 담수쇄기가 생기기 쉬워진다. 

Posco 발 소 인근의 일만과 형산강이 만나는 하

천감조부에서는 염분 분포와 수괴의 혼합 형태가 서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온배수의 확산 상을 규명

하기 해서 해수유동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하

다.  하천감조부에서의 해수유동은 조석 운동에 근거하

는 수 변동에 수반해 생기는 조석류 외에도, 하천수와 

해수와의 염분차이에 기인하는 하구 도류, 탁물질 

농도차이에 의한 도류, 수온차이에 의한 열 류, 바

람에 의한 취송류, 지형성 와류 등에 의해 일어난다. 이

러한 흐름은 시․공간 으로 변화하는 3차원 비정상류

이다. 따라서 하천감조부의 해수유동  확산 상을 정

확히 규명하기 해서는 3차원  유동과 확산 특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답사에 의한 형산강  일만 일

 해역의 측 자료를 수집하여 온배수의 방류로 인한 

형산강 하구 부근의 정성  ․ 물리  상을 규명하

고, 3차원 수치모델(EFDC)을 이용하여 Posco 발 소 

인근해역에서의 해수유동과 온배수 확산 해석에 용

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현장관측
온배수가 방류되는 P1 지 과 온배수가 방류되어 해

수와 혼합되어 나가는 P5∼P13 지 , 그리고 온배수의 

1 인제 학교 / 정교수 / civyunjs@inje.ac.kr

2 발표자: 인제 학교 / 공학석사/ rhehddn84@naver.com

3 인제 학교 / 공학박사 / k98514007@gmail.com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향이 간 으로 미칠 것으로 상되는 P2, P3, P4 

지 을 선정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다. 지 별로 표

층, 층에 한 수온, 염분  유속을 측정하 으며, 

장 측을 실시한 지 은 다음과 같다. 

<Fig. 1>  Sampling sites

2.2 수치모델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Hamrick, 1992)는 하천, 호소, 하구, 해양에 용 가능

한 3차원 범용 수리 모델이며,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

소(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의 Hamrick, 

VIMS)에서 개발하 으나, 재는 미국 환경청(EPA)의 

지원을 받아 Tetra Tech, Inc.에서 유지 ․ 리하고 있

다. EFDC는 3차원 수리해석, 유사 수송 해석, 온냉수 배

출 해석, TMDL 수질해석 등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EFDC는 Box 형태의 수질모델인 WASP의 

수리모델로 활용되고 있으며, EFDC full 버 에는 

Sediment transport 모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2.2.1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은 이놀즈(Reynolds)의 평균 3차원 연

속방정식, 수평방향(x, y) 운동량방정식, 정수압을 가정

한 수직방향(z), 운동량 방정식, 도 상태방정식, 물질

수송 방정식 그리고, 열수지 방정식이다.

◎ 연속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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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보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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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v  : 직교하는 곡선좌표계  에서의 수평 유속

   곡선좌표계임의거리  을만족시키는
 의대각성분의제곱근 
         :   변환된 무차원 연직좌표계 에서의 수직 유속 성분

       :   총 수심(   )

           : 기 면 아래의 수심

           : 기 면 의 수

          : 수심 에서 기 수압( )과의 차이를     

                       로 나  값

            : Coriolis parameter

       : 수직 와동 성계수

       : 수직 와동확산계수

    : 운동량의 source-sink항

             : 도

         : 수온, 염분

              : 부력



           : 침강속도

            : 용존 는 부유물질의 농도

    : 수평 와동확산  수온과 염분의 source-sink 항  

   : 수평 와동확산  생화학  는 외부 source-sink 항

본 연구에서는 수평방향으로 직교좌표계를 사용하

고, 수직방향으로는 시그마 좌표계를 사용하 다. 연

구 상지역 주변 해역의 수리 동역학  향을 검토하

기 하여 EFDC explorer를 이용하여 격자망을 구성하

다.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해도와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 으며, 격자는 가변격자를 사용하

으며 격자는 10~200m이고, 격자의 수는 138X 122X7로 

구성하여 격자망도와 등수심도를 각각 Fig.2과  Fig.3에 

나타내었다.

<Fig. 2>  Grid

<Fig. 3>  Depth contour

3. 결과

3.1 현장조사 결과
동계 시(2010년 12월 23일)의 측결과를 보면 표층

과 층의 수온  염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몇몇 지 에서는 층의 수온이 표층보

다 더 높게 측정되어 기온에 의한 수온의 역 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계와 달리 

동계에는 확연하게 강혼합 형태의 혼합형태를 나타내

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구역에서의 혼합형

태 때문에 방류된 온배수가 외해로 확산되는 범 가 축

소되고 방류된 온배수의 일부가 형산강 상류로도 달

되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하계 시(2011년 8월 11일)의 측결과를 보면 

P1 지 과 멀어질수록 상 으로 낮은 수온을 형성하

는 일만의 해수  형산강 상류의 담수가 혼합되어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온배수가 방류

되는 P1 지 의 표층과 층에 한 수온 차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형산강 상류 부분인 P2지 ∼P4지 에

서 표층과 층의 염분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며, 염수

기에 의한 강한 성층구조로 인해 약혼합형의 혼합형

태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3.2 수치모델 결과(유속분포)
동계 시 표층의 흐름을 보면 방류구 부근에서 일만 

방향으로 유하하면서 하계에 비해 넓은 범 의 시계방

향의 와류가 발생하며, 층에서의 유속분포는 부분 

형산강 상류부로 침투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크기는 하계에 비해 상 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동계 시에는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해 하계에 비

해 포스코 온배수가 형산강 횡단 넓은 범 까지 향

을 미치면서 형산강 상류에서 일만 방향으로의 유

량의 유출을 억제시키는 것을 수치계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형태의 변화가 형산강 하구에

서의 온배수의 혼합형태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물

리  상 차이가 조발생과 한 련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POINT

summer(2011.8.11.) winter(2010.12.23.)

Temperature Salinity velocity Temperature Salinity velocity Depth

(℃) (ppt) (m/s) (℃) (ppt) (m/s) (m)

P1
surface 26.0 20.0 0.87 19.8 16.4 0.66 1

bottom 26.0 20.4 0.86 19.6 16.6 0.57 2

P2
surface 22.6 12.8 0.38 15.3 13.4 0.19 1

bottom 17.5 20.6 0.41 12.9 14.5 0.15 3

P3
surface 22.3 12.4 0.45 13.9 13.3 0.17 1

bottom 17.9 20.2 0.45 12.7 15 0.12 2.5

P4
surface 22.3 9.6 0.56 14.6 12.5 0.21 1

bottom 21.3 18.5 0.48 12.9 14.7 0.08 3

P5
surface 21.1 18.8 0.09 13.7 13.8 0.12 1

bottom 17.2 19.0 0.10 12.6 14.4 0.14 3

P6
surface 19.3 13.8 0.26 13.6 12.8 0.14 1

bottom 17.9 18.3 0.26 12.4 14 0.30 3.5

P7
surface 18.6 16.0 0.17 13.1 13.1 0.27 1

bottom 16.6 17.9 0.15 12.4 14 0.30 10

P8
surface 18.9 14.6 0.04 12.8 11.2 0.07 1

bottom 15.6 14.8 0.03 12.6 11.6 0.20 12.5

P9
surface 18.8 13.2 0.11 12.5 10.4 0.27 1

bottom 15.5 13.4 0.04 12.7 10.7 0.18 12.5

P10
surface 19.5 16.3 0.11 12.1 11.7 0.25 1

bottom 16.3 16.1 0.18 12.1 12 0.20 7

P11
surface 18.0 17.0 0.05 11 12.5 0.23 1

bottom 16.5 16.6 0.03 11.8 12.8 0.13 5.5

P12
surface 18.3 10.7 0.02 12.7 5.5 0.06 1

bottom 14.9 10.5 0.14 12.8 6 0.23 12.5

P13
surface 18.7 7.8 0.28 12.8 8.5 0.16 1

bottom 15.0 8.5 0.23 12.7 9 0.21 11

<Table 1>  Result of field investigation 

POSCO
  방 방 방

m/s

Velocities

Reference Vectors

0.5

<Fig. 4>  Summer(surface)

POSCO
  방 방 방

m/s

Velocities

Reference Vectors

0.1

<Fig. 5>  Summer(bottom)

    

  

POSCO
  방 방 방

m/s

Velocities

Reference Vectors

0.5

<Fig. 6>  Winter(surface)

POSCO
  방 방 방

m/s

Velocities

Reference Vectors

0.1

<Fig. 7>  Winter(bottom)



4. 결론

1) 하계에는 형산강 상류 부분인 P2지 ∼P4지 에

서 표층과 층의 염분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며, 염수

기에 의한 강한 성층구조로 인해 약혼합형의 혼합형

태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동계에는 표층과 

층의 수온  염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몇몇 지 에서는 층의 수온이 표층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 기온에 의한 수온의 역 상이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계와 달리 동

계에는 확연하게 강혼합 형태의 혼합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구역에서의 혼합형태 

때문에 방류된 온배수가 외해로 확산되는 범 가 축소

되고 방류된 온배수의 일부가 형산강 상류로도 달되

는 것으로 단된다. 

2) 동계에는 포스코 방류구 직하류 부근에서 수온의 

도 상과 더불어 상하층의 강혼합이 발생하여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도분포가 되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

다. 그런데 이 강혼합 역 하류부에는 일정한 도분

포보다 도가 작은 역이 발달하면서 일종의 Front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 나타난 Front 상은 포스코 방류수

와 조석류에 의해 형성되는 열염 Front(Thermal Front)

로서, 동계에 가뭄으로 인한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해 

하계에 비해 포스코 온배수가 형산강 횡단 넓은 범 까

지 향을 미치면서 형산강 상류에서 일만 방향으로

의 유량의 유출을 억제시키므로 조를 발생시키는 것

으로 상된다. 이러한 열염 Front에 의한 흐름의 정체 

상이 동계의 조 발생의 요한 물리  상의 단

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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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냉각수가 형산강 주변해역의 수질 구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power cooling water on the structure of water quality 

in costal seawater of Hyung-San river     

윤종성1, 고동우2, 김명규3

1. 서론

산업의 속한 발달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각종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공단 주변

의 방류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게 되고 주변하천 환경

에 심각한 향을  수 있다. 

육상으로부터 많은 양물질이 공 되고, 갯벌과 같은 

해안 습지가 사라짐에 따라 육상의 양물질이 그 로 바

다로 유입됨으로써 해양에 서식하는 일부 식물 랑크톤

이 량 발생하여 물의 색이 변색하는 조 상 등이 발

생하고 있다(Sze, 1990).

조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물의 부 양화, 즉 물

에 유기양분이 무 많은 경우에 있다. 과거에는 비 나 

세제에 포함된 인 성분이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양물질이 공 되어 일어나는 원인 이외에도 연안 개발

로 인한 갯벌의 감소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갯벌에 

사는 여러 생물은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랑크톤을 

먹이로 함으로써 이러한 수 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자연 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간척사업 같은 활

동에 의해 갯벌이 어들면서 부 양화가 심해져서 

조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외

에도 기온의 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여 미생물이 더

욱 왕성하게 번식하는 경우나 바람이 게 불어서 바닷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경우에도 조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엘니뇨 같은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조가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Posco의 발 냉각수는 해수 온배수로 30℃ 후로 년 

 일정하게 일일 100만톤 정도가 배수로를 통하여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형산강 하구에서는 조

석의 향으로 1일 2회 연일 취수보까지 해수가 오르내

리고 있어 방류된 온배수는 일만으로 바로 확산된다

고 볼 수 있다. 이 게 확산된 발 냉각수의 온배수는 형

산강 기수역과 일만에 향을 미치며, 90년  들어 부

쩍 심해지고 있는 형산강 기수역의 조 상이 동 기

인 1월 부터 시작되고 있어 온배수가 주요한 조요인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계 시의 장 수질조사 결과와 EFDC 

수질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앞서 언 한 온배수의 방류에 

따른 수온의 확산분포  수질 향 등을 분석하여 형산

강의 조방지  생태계 보호방안에 한 기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현장관측 수질조사
온배수가 방류되는 P1 지 과 온배수가 방류되어 해

수와 혼합되어 나가는 P5∼P13 지 , 그리고 온배수의 

향이 간 으로 미칠 것으로 상되는 P2, P3, P4 

지 을 선정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다. 지 별로 표

층, 층에 한 수온, 염분을 측정하 고 실험을 통해 

T-N, T-P, COD, 클로로필a, 용존산소(DO) 등의 5가지 

항목에 한 값을 나타내었다. 수질조사를 실시한 지

은 다음과 같다. 

1 인제 학교 / 정교수 / civyunjs@inje.ac.kr

2 발표자: 인제 학교 / 공학석사/ rhehddn84@naver.com

3 인제 학교 / 공학박사 / k98514007@gmail.com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1>  Sampling sites

2.2 EFDC 수질모델(WQ3D)
WASP 등의 수질모델에서는 산소요구 유기재료를 

나타내는데 BOD 를 이용하고 있지만, WQ3D 에서는 

탄소를 이용하여 나타 내고 있다. 3가지의 유기탄소가 

BOD 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EFDC 와 

WASP 수질모델의 차이 이다. 아래의 Fig. 2와 Table 

1은 각각 WQ3D 수질모델의 구조와 WQ3D의 수질항

목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Structure of WQ3D

No. Parameters No. Parameters

1 cyanobacteria 11 total phosphate

2 diatom algae 12
refractory particulate 

organic nitrogen

3 green algae 13
labile particulate 

organic nitrogen

4 stationary algae 14
dissolved organic 

nitrogen

5
refractory particulate 

organic carbon
15 ammonia nitrogen

6
labile particulate 

organic carbon
16 nitrate nitrogen

7
dissolved organic 

carbon
17

particulate biogenic 

silica

8
refractory particulate 

organic phosphorus
18

dissolved available 

silica

9
labile particulate 

organic phosphorus
19

chemical oxygen 

demand

10
dissolved organic 

phosphorus
20 dissolved oxygen

21 total active metal

<Table 1>  Parameters of WQ3D

2.2.1 확산 방정식
EFDC의 수질모델은 아래와 같이 상태변수의 확산 

방정식이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 수질항목의 농도

        : 곡선좌표,   좌표계   , z 방향의 유속성분 

    :   , z 방향의 난류확산계수

                 : 단  체  근처의 내부, 외부 방출량  흡수량

             : 총 수심

       : 수평곡선좌표 스 일 계수



본 연구에서는 수평방향으로 직교좌표계를 사용하

고, 수직방향으로는 시그마 좌표계를 사용하 다. 연

구 상지역 주변 해역의 수리 동역학  향을 검토하

기 하여 EFDC explorer를 이용하여 격자망을 구성하

다.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해도와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 으며, 격자는 가변격자를 사용하

으며 격자는 10~200m이고, 격자의 수는 138X 122X7로 

구성하여 격자망도와 등수심도를 각각 Fig.3과  Fig.4에 

나타내었다.

<Fig. 3>  Grid

<Fig. 4>  Depth contour

3. 결과

3.1 현장관측 수질조사
동계 시 장조사 기간(2010년 12월 9일∼2011년 1월 

10일)에 조가 발생하 으며 조가 발생하고 있는 

P2지 ∼P4지 에서 조 상과 계가 깊은 클로로

필a가 최  76.145㎎/㎥로 크게 측정이 되었고, 나머지 

지 에서는 클로로필a가 측정이 되지 않았다. 표층과 

층의 수온  염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몇몇 지 에서는 층의 수온이 표층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 기온에 의한 수온의 역 상이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수질모델 결과
층에서의 수온  염분의 평면분포  연직 분포를 

보면 방류구에서 형산강 상류 방향으로 염수 기 형태

로 침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형산강 상류부근 

일부 역에서는 도차에 의해서 층에서 수온이 표

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뭄으로 인한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해 포스코 온배

수가 형산강 횡단 넓은 범 까지 향을 미치면서 형산

강 상류에서 일만 방향으로의 유량의 유출을 억제시

키므로 조를 발생시키는 클로로필a 가 다량으로 번식

하 을 시 Front에 의한 흐름의 정체 상으로 인해 외해

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여 가을 이후 발생하는 형산강 

조 상이 더욱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단되며, 이러

한 흐름의 정체 상이 동계의 조 발생의 요한 물리

 상의 단 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클로로필-a, T-N, T-P의 수치계산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계 과는 달리 클로로필-a가 형산강  

역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클로로필-a의 계

산결과를 바탕으로 조의 발생  확산과정의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형산강 하구의 포스코 온배수 

방류구 부근에서는 형산강내의 다른 역에 비해 T-N, 

T-P의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형산강 하구에

서 동계에 형성된 열염 론트에 의해 T-N, T-P가 증가

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클로로필-a가 증식하여 조발

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단된다.



POINT
DO COD T-N T-P Temperature Salinity Chlorophyll-a Depth

(㎎/L) (㎎/L) (㎎/L) (㎎/L) (℃) (ppt) (㎎/㎥) (m)

P1
surface 10.62 2.52 6.868 0.178 19.8 16.4 0 1

bottom 10.79 3.88 7.063 0.181 19.6 16.6 0 2

P2
surface 10.32 8.08 16.282 0.307 15.3 13.4 48.252 1

bottom 10.75 5.48 6.553 0.121 12.9 14.5 0.812 3

P3
surface 9.88 5.94 17.431 0.548 13.9 13.3 53.926 1

bottom 9.66 5 8.808 0.194 12.7 15 9.744 2.5

P4
surface 9.02 7.04 12.469 0.264 14.6 12.5 76.145 1

bottom 9.75 2.4 4.944 0.155 12.9 14.7 3.968 3

P5
surface 10.54 1.76 7.157 0.126 13.7 13.8 3.248 1

bottom 10.82 3.16 4.093 0.126 12.6 14.4 0 3

P6
surface 10.79 3.88 8.825 0.11 13.6 12.8 0 1

bottom 11.8 2.92 2.237 0.088 12.4 14 0 3.5

P7
surface 10.92 2.72 6.17 0.113 13.1 13.1 0 1

bottom 10.94 4.52 1.777 0.079 12.4 14 0 10

P8
surface 10.9 3.6 3.327 0.061 12.8 11.2 0 1

bottom 11.42 2.64 1.701 0.054 12.6 11.6 0 12.5

P9
surface 10.7 4.84 3.718 0.086 12.5 10.4 0 1

bottom 11.41 4 2.194 0.076 12.7 10.7 0 12.5

P10
surface 10.73 0.8 2.203 0.067 12.1 11.7 0 1

bottom 11.35 0.68 2.254 0.092 12.1 12 0 7

P11
surface 10.78 1.6 3.573 0.121 11 12.5 0 1

bottom 11.15 4.2 2.654 0.085 11.8 12.8 0 5.5

P12
surface 10.98 3.68 3.854 0.062 12.7 5.5 0 1

bottom 11.36 3.48 1.701 0.061 12.8 6 0 12.5

P13
surface 11.06 4.28 1.616 0.052 12.8 8.5 0 1

bottom 11.42 5.56 1.837 0.069 12.7 9 0 11

<Table 2>  Result of field investigation in winter(201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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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동계에는 포스코 방류구 직하류 부근에서 수온의 

도 상과 더불어 상하층의 강혼합이 발생하여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도분포가 되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

다. 그런데 이 강혼합 역 하류부에는 일정한 도분

포보다 도가 작은 역이 발달하면서 일종의 Front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나타난 Front 상은 포스코 방류수

와 조석류에 의해 형성되는 열염 Front(Thermal Front)

로서, 동계에 가뭄으로 인한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해 

포스코 온배수가 형산강 횡단 넓은 범 까지 향을 미

치면서 형산강 상류에서 일만 방향으로의 유량의 유

출을 억제시키므로 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상된

다. 이러한 열염 Front에 의한 흐름의 정체 상이 동계

의 조 발생의 요한 물리  상의 단 임에는 분명

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동계의 클로로필-a, T-N, T-P의 수치계산결과를 

보면 클로로필-a가 형산강  역에서 높은 수치를 나

타내고 있는데, 클로로필-a의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조의 발생  확산과정의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단된

다. 형산강 하구의 포스코 온배수 방류구 부근에서는 

형산강 내의 다른 역에 비해 T-N, T-P의 값이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형산강 하구에서 동계에 형성된 

열염 론트에 의해 T-N, T-P가 증가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클로로필-a가 증식하여 조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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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흐름 공존역에서 잠제(수중방파제) 개구부 주변의 국부세굴에 관하여

On local scour around open inlet between submerged breakwaters

in combined wave-current interaction

허동수1, 진동환2, 안성욱3, 박종배4

Dong Soo Hur1, Dong Hwan Jin2, Sung Wook An3 and Jong Bae Park4

1. 서론

해마다 5~6월 사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는 

덤프트럭(25.5t) 70~80대 분량의 모래를 실은 거대한 바

지선이 나타난다. 이 바지선은 파라다이스호텔~글로리

아 콘도앞바다에 중장비로 4~5시간쯤 모래를 쏟아 붓

는다. 해마다 평균 2800㎥의 모래가 해수욕장에서 파도

에 쓸려나가 해저에 계곡처럼 굴곡이 생긴 곳을 메우는 

작업이다. 매년 5000만원이라는 적잖은 비용을 들여 모

래를 투입하지만 그만큼의 모래가 또 빠져나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1947년까지만 해도 

폭 70m, 면적 8만9000㎡이었다. 1970년대 이후 해마다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해 2004년에는 폭 38m, 면적 4만

8000㎡로 줄었다. 50여년 만에 46% 감소했다. 해운대구

는 1990년부터 해마다 모래 2800㎥를 투입했으나 모래 

유실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했다. 연간 5000㎥의 모래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항공사진 분석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해운대해수욕장의 좌우에 

위치한 동백섬과 미포선착장에 폭 40m, 길이 200m, 높

이 7~8m의 수중 방파제 2기를 설치하는 연안정비사업

을 추진하였다. 또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울

산 강동·주전지구 해안지역에 잠제 2기(약 500m), 포항 

송도 백사장은 해안지역에 잠제 3기(약 900m)가 2012

년 국토해양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중앙일보.

12.02.07, 경향신문.12.02.17)

잠제란 방파제의 천단이 정수면보다 아래에 설치

되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천단

상을 통하여 해수교환이 원활하며, 배치조건에 따라 

해수욕객을 먼바다로 순식간에 표류시키는 이안류(rip

current)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파랑에너지의 감쇠로 

인한 배후의 수면을 정온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태풍과 

해일로부터 연안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친

환경 해안·항만구조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중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해저지반의 침식과 퇴적이 발생

하여 제체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만 아니

라 구조물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잠제의 배

후 및 개구부에서 발생하는 빠른 흐름으로 인한 저질의 

유출로 설명될 수 있는데(宇多高明ら, 1988), 이러한 잠

제의 안정성에 대한 해석과 검토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

지 미진한 상태이다.

구조물 주변 세굴에 관한 과거의 연구로는 파랑과 흐

름이 같이 작용할 경우 해저 관로 주위의 세굴에 대해

서 Lucassen(1984), Bernetti 등(1990), Hansen(1992)

그리고 Sümer and Fredsøe(1996)가 있다. 국내연구로

는 박종환 등 (2010)이 세장형 파일의 국부세굴의 특성

을 고찰하기 위하여 파랑과 정상흐름이 결합된 흐름장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김효섭 등 (2009)은 파랑과 

흐름이 공존하는 해안에서의 비점착성 퇴적물이동에 

대하여 육지-외해방향 총 퇴적물 이동률을 산정할 수 

있는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최근 활용가치가 높

아지고 있는 잠제구조물 주변의  3차원적인 세굴 연구

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잠제를 설치하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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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조건에 따른 개구부 주변의 세굴 특성에 대해 알

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치실험의 개요

2.1 기초방정식(LES-WASS-3D)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해빈이 존재할 경우 파랑과 잠제의 

상호간섭에 의한 개구부 세굴에 대해 직접 해석할 

수 있는 3차원 수치해석기법(LES-WASS-3D; 허동

수와 이우동, 2007)을 이용하였다. LES-WASS-3D

는 기존의 3차원 수치해석수법(Hur and Mizutani,

2003; Hur, 2004)을 토대로 Large Eddy Simulation

기법(Smagorinsky sub-grid mode; Smagorinsky,

1963)을 도입한 수치해석기법(허동수 등, 2006)에 

투과성구조물 내의 유체저항으로서 관성저항

(Sakakiyama et al., 1992), 난류저항(Ergun, 1952;

van Gent, 1995) 및 층류저항(van Gent,1995; Shijie

and jacob, 1999)을 도입하여 새로운 3차원 수치해

석기법이다. 또한 계산격자의 크기보다 작은 난류

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한 SGS(sub-grid scale)모

델을 이용한 LES(Large Eddy Simulation)기법을 

도입하였다. 나머지 수치해석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와 이(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표사량 산정식
파랑과 흐름의 공존장에서의 표사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van Rijn(2007a)이 제안한 식 (1)을 적용하

였다. 여기서 Ab는 경험적인 계수(Ab=0.5), fsilt는 실

트에 관한 인자(fsilt=dsand/d50; fsilt=1 for d50>dsand) 그

리고 ρf는 물의 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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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자 파라미터()는 식 (2)에 의해 정의되며,

해저지반 및 해빈에 작용하는 전단응력(τb) 및 한

계전단응력(τcr)은 식(3)과 (4)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fcw는 파랑과 흐름의 공존장에서의 저면마

찰계수, ρs는 해저지반의 밀도 그리고 θcr는 한계 

shields 수를 나타낸다.

  



 (3)

     (4)

식 (4)의 마찰계수(fcw)는 Fredsøe(1999)가 제안한 

식을 이용하였으며, 흐름에 의한 기여분(fc)과 파

랑에 의한 기여분(0.68fcαcw0.88)으로 구분할 수 있

다.

2.3 부유사 산정식
파랑과 흐름의 공존장에서의 부유사에 관한 이

류-확산방정식은 식 (5)와 같다. 여기서 ws는 부

유사의 침강속도, εh는 부유사의 수평확산계수, εv

는 부유사의 연직확산계수 그리고 Qss는 부유사의 

부유와 침강에 관한 소스항을 나타내고 있다.










 





 
 

 
 

 
 

(5)

부유사의 침강속도(ws)는 부유사의 농도를 고려

한 Soulsby(1997)가 제안한 식 (6)를 적용하였다. 여

기서 ds는 식 (8)의 mobility 수(ψ)에 의해 결정되는 

부유사의 입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van Rijn and

Walstra(2003)이 제안한 식 (7)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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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유사의 연직확산계수(εv)는 식 (9)와 같이 산

정되며, 식 중의 인자 βv는 van Rijn(2007b)에 의

해 제안된 식(10)을 이용하였다. 또한 수평확산계

수(εh)는 LES기법에 의해 산정된 동점성계수(νl)

를 적용하였다.

      

   ≥ 
(9)

   

 


(10)

2.4 수치파동수조 및 입사조건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 잠제 설치로 인한 개구부 주

변의 세굴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3차

원 수치파동수조를 구성하였다. 무반사 조파를 위하

여 외해측에는 부가감쇠영역을 설치하였다. 해석영

역에는 평균입경( ) 0.002㎝, 바닥경사 1:100의 해

저지반을 기초로 하여 1:2의 경사면을 가진 잠제2기

를 구성하였다. 잠제의 평균입경은 4㎝, 체적공극률

(Volume porosity)은 0.4이다. 또한 1:10의 경사를 가



<Table 1> Comparison of  incident wave and submerged 
breakwater

CASE (㎝) (sec) (㎝) 

1 2.0 1.2

2.0

1.00

2

4.0

1.0

0.503 1.2

4 1.5

5 6.0 1.2 0.33

<Fig. 1>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wave basin

(㎝)

<Fig. 2> Scour distribution around  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s. (a) 

CASE3(=4㎝,=1.2sec); (b) 

CASE5(=6㎝,=1.2sec)

(㎝)

<Fig. 3> Scour distribution around  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s. (a) 

CASE3(=4㎝,=1.2sec); (b) 

CASE4(=4㎝,=1.5sec)

진 해빈을 설치하였다.

수치파동수조의 측면경계조건은 slip조건을 이용

함으로서 측면으로 무수의 잠제 및 반무한 해빈이 설

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

석대상영역을 축소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용된 수치해석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입사파고()와 입사주기()의 변화에 따라 조파

소스에서 규칙파(80 waves)를 조파시킨 후 표사의 초

기이동에 대한 세굴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3. 수치해석결과

3.1 입사파고() 변화에 따른 세굴특성
Fig. 2는 입사파고() 변화에 따른 세굴특성을 나타

내었다. 잠제의 천단수심()과 파고와의 비()가 

작을수록 잠제 법면을 통한 수심 감소로 인해 입사파의 

비선형성이 강해짐에 따라 쇄파가 잘 일어난다. CASE

3(=0.50)에 비해 CASE 5(=0.33)의 경우가 잠

제 배후의 표사 이동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입사파고()가 커질수록 파형경사()가 커

지고 파랑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침식현상이 정선에서 

offshore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입사주기() 변화에 따른 세굴특성
Fig. 3는 입사주기() 변화에 따른 CASE 3(

=1.2sec)과 CASE 4(=1.5sec)의 해석결과를 나타내었

다. 입사주기()가 길어질수록 파속이 빠르고 처오름

(uprush)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퇴적운동보다 침식운동

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 잠제의 개구부 주변에서  

수치해석기법(LES-WASS-3D; 허동수와 이우동, 

2007)을 이용하여 파랑조건의 변화에 따른 세굴특

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초기이동에 대한 정성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입사

파고()와 입사주기()가 길어질수록 침식현상

이 활발히 나타났다. 그러나 표사이동량에 대한 

침식과 퇴적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침식된 지

반의 모래들이 부유사로 존재하는 것에 따른 결과

이며, 이러한 부유사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지

면관계상 발표회에서 하기로 한다. 또한 구조물 주

변의 세굴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장시간의 계산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수치모델

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 기술발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본 연구에서

와 같은 수치모델이 해안구조물 주변의 세굴특성 

검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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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울성고파랑에 기인한 후빈 배후 침식 

Backshore Erosion due to High Swell Waves

김규한1, 심규태2,이기희3,이득수4

Kyuhan Kim1, Kyutae Shim2 Kihee Lee3 and Deuksoo Lee4

1. 서 론

해안은 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관광․경제

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 환경 유지기능 및 높

은 파도로부터 해안주변을 보호해주는 방재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재산이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

라 세계적으로 해안에 대한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

다. 과거부터 선진국에서는 해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해안재해(Coastal disaster)가 사

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져 왔다. 해안재해 중에서도 표사

이동에 기인한 해안침식, 박지 및 항내매몰 등은 모두 

파와 흐름이 공존하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

제들로서 선진국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뤄

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

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에 수반된 생활공

간의 확대,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 등이 연안까지 확산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곳곳에 심각한 수준의 해안침식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나라의 해안재해 중 하나로서 현

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백사장 유실현상의 발생장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하천에 댐이 만들어지고,

골재채취가 시행되면서 백사장으로의 토사 공급이 줄

어들 경우, 항만․어항 등의 해안구조물이 해안에 건설

되어 연안을 따라 움직이는 표사이동을 저지시켰을 경

우, 해안도로가 건설되어 백사장 폭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백사장에 2차적 침식여건을 조성 시켜 해안을 침

식시킨다. 아울러,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

승과 이상기온에 의한 고파랑의 내습 빈도 증가에 따른 

해안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너울성 

고파랑이 해안에 직접 내습하는 경우, 기존의 파랑보다 

큰 에너지를 해안에 전파하게 되어 극심한 해빈변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해안

침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너울성고

파랑 내습에 의한 해빈변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

시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너울성 고파랑의 내습시 발생되는 해

안의 변화를 예측하고, 해빈단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면 수치모형실험인 CSHORE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현상들을 예측하고 단면 2차원 수리모형 실

험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한다.

2. 수리모형실험

본 연구실에 있는 2차원 단면 수조를 사용하여 실험

을 실시 하였다. 수조는 길이 30m 폭 1.0m 높이 2.0m이

며 수조의 측면은 강화유리로 되어있다.

<Fig. 1>  2차원 단면수조

실험에 사용한 조파기는 피스톤 식으로서 스펙트럼 

함수에 의한 불규칙파와 각각의 성분파에 대해 임의의 

스펙트럼 값을 입력하여 조파할 수 있다. 조파 장치 후

면과 구조물 후면 수로 끝단에 쇄석, 스티로폼,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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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조각 및 흡수필터로 구성된 소파시설을 설치하여 반

사파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해빈단면은 실제 침식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동해안 

삼척에 있는 궁촌해역중 가장 침식발생이 큰 지역의 단

면을 기준으로 재현하였다. 지형은 1/20의 경사로 표현

하였으며 평균입자 0.16mm의 모래를 사용하였다. 실

험 파랑산정은 2006년부터 수행된 파랑조사결과를 분

석하여  평상파랑, 침식성 파랑,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

지고 있는 장주기의 고파랑인 너울성 파랑으로 선정하

였다. 각각 0.5h, 1h, 2h, 5h, 10h간격으로 계측을 하였

다. 결과는  12개의 실험안 중 뚜렷한 경향이 나오는 2m

6sec, 3m 10sec와 5m 12sec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Case

Prototype Model

H1/3(m) T1/3(s) H1/3(cm) T1/3(s)

1 1.0 6.0, 8.0 2.0 0.84, 1.13

2 2.0 6.0, 8.0 4.0 0.84 1.13

3 3.0
6.0, 8.0,

10.0
6.0

0.84, 1.13,

1.41

4 4.0 8.0, 10.0 8.0 1.13, 1.41

5 5.0 10.00, 12.0 10.0 1.41, 1.69

<Table 1>  Experiment conditions

<Fig. 2>  Measured topography change of natural 
beach (H=2m, T=6sec, slope 1/20)

Fig. 3 Measured topography change of natural 
beach (H=3m, T=10sec, slope 1/20) 

<Fig. 4>  Measured topography change of natural 

beach (H=5m, T=12sec, slope 1/20)

현재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지형을 재현

하여 2m 6sec, 3m 10sec, 5m 12sec 세가지의 경우에 대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m 6sec의 파도는 우리가 흔

히 볼 수 있는 파랑으로 이런 종류의 파랑이 내습하면 

주로 해안선 부근에 영향을 미친다. Fig.2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3m 10sec의 파도는 침식성 파랑으로서 해안에 내습

할시 큰 피해를 주었다. 이 파도의 특징은 파고가 높고 

주기가 길어 바다에서 파랑 운동을 통해 거대한 에너지

를 전파하고 해변과 부디쳣을 경우 모래를 탈락시킬 뿐

만 아니라 그 범위도 커 해안가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모래를 제거 할 뿐 아니라 상당한 부

분의 해안지형을 침식 및 변형시켰다.

5m 12sec의 파랑은 너울성 고파랑으로서 파고와 주

기뿐만 아니라 육지와 부딪쳤을 경우 그에 따르는 파의 

높은 쳐 오름에 의하여 모든 해안가에 침식을 유발시켰

다. 윗부분에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Berm이라 

부른다. 보통 휴양시설이나 도로 또는 송림이 있는 곳

인데 너울성 고파랑의 쳐 오름에 의한 도달거리는 

berm을 포함한다.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정도는 더했

으며 많은 양의 해빈을 탈락시켰다.



3. 수치모형실험

현재 사용되고 있는 2차원 모델 중 각각의 지형이 갖

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해 적용이 뛰어난 CSHORE

모형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에 내포

되어있는 경험식에 의해 산정된 다양한 매개변수는 결

과 값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이 경험에 의한 매개변수들(empirical parameters)

은 모델의 결과와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에 의해 증명되

었다. 실험의 측정값들은 변수들의 평균제곱근값

(Values of Root Mean Square)들을 통해 계산되었고 

측정된 단면은 계산된 단면의 통계적 맞춤에 기초를 두

고 있다. 입력 변수들의 경험 값들의 변화에 의해서 

RMS는 다음 식에 의해 나타내어진 측정된 높이와 계산

된 높이와의 차를 평균한 값을 제공한다.

2

1

1 ( )
N

c m

i m

z zRMS
N z=

-
= å (1)

여기서, zc 는 계산된 단면의 높이; zm는 계측된 단면
의 높이; N 은 단면의 횡방향의 포인트 개수이다.

Empirical

parameter

Default

value

Calibrated

value

1
Breaker ratio

parameter (γ)
0.7 0.5, 0.7, 0.9

2

Suspension

efficiency due

to breaking (eb)

0.005
0.001, 0.002,

0.003, 0.005,

0.007, 0.009

3

Suspension

efficiency due

to friction (ef)

0.01
0.01, 0.02,

0.03, 0.05,

0.07, 0.09

4

Suspended

load parameter

(a)

0.2 0.1, 0.2, 0.3,

0.5, 0.7, 0.9

5
Bedload

parameter (b)
0.002

0.001, 0.002,

0.003, 0.005,

0.007, 0.009

<Table 2> Calibrated values of empirical parameters 
in CSHORE 

CSHORE에서, 항상 물이 있는지역(=1)에서 해수에 

의해 젖고, 마르는기가 반복되는 지역(<1)으로의 이

동을 나타내기 위해   의  계산 값은 


와 에 의해  와 값이 대체된다.

파의 쳐오름높이 R은 의 변화로 인해 S.W.L 위로 치

솟는 파고(Crest Height)로서 정의된다. M.S.L위로 치

솟는 선형파의 확률분포는 일반적으로 Reyleigh 분포

에 의해 구해진다.

  exp 




 



  




 (2)

여기서 P(R)은 S.W.L 위로 치솟는 초과확률이고 
은 R의 유의파고로서 정의되는 처오름 유의파고이다.

평균는 해안 경사구조물에서의 불규칙파의 처오름
을 예측하는 식 (2)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시 되지 않

았다.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tan  (3)

여기서 는 해안의 경사각이고 tan는 일반적으로 

1/5와 1/2의 값을 사용한다.

<Fig 5>  Definition sketch for probabilistic model for 
irregular wave runup

수치모형실험은 하나의 고정된 초기단면을 기준으

로부터  진행되었다. 수리모형실험과 같은 조건의 지형

에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에 의해서 정해진 경험에 

의한 변수(Empirical parameters)의 값을 사용하여 특

정시간동안 조파를 하였다. 시간간격은 0.5h, 1.0h 2h,

5h와 10h 로 하였으며, 수리실험과 동일한 파고 주기의 

파랑조건을 적용하여 각각의 시간동안 발생하는 단면

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결과는 수리모형실험과 비교하

기위해  2m 6sec,. 3m 10sec와 5m12sec의 실험안에 대

해 표현하였다.



<Fig. 6>  Computed beach profile by Non-coupling method 
(H=2m, T=6s) 

<Fig. 7>  Computed beach profile by Non-coupling method 
(H=3m, T=10s)

<Fig. 8>  Computed beach profile by Non-coupling method 
(H=5m, T=12s)

Non-coupling 방법에 의한 실험결과 2m 6sec의 경

우 해안선 부근에서 소량의 침식이 발생하였다. 10시간

동안 조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침식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3m 10sec의 경우 후빈 쪽에 많은 

침식이 발생하였으며, 파랑이 육지에 미치는 범위가 늘

어났다. 많은 모래가 이탈되어 침식에 의해 발생된 해

안 경사가 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m 12sec의 경우

파랑은 도달범위가 해안경사 전체에 해당되었으며 

Berm까지 도달하였다. 많은 모래가 유실되었으며 지형

의 변화가 확연히 눈에 띄어 상당한 침식의 파괴정도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조파후의 지형의 변화정도는 가파른 해안경사와 많

은 모래가 유실, 파랑의 도달거리등의 결과값이 수리와 

수치실험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m 6sec의 경우 조파후 1시간까지는 수리와 수치모

두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시간 이후부터 해안선에

서의 침식현상이 발생하였고, 3m 10s의 파랑이 내습하

였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범위와 침식의 정도가 

커졌다. 5m 12sec의 파랑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피해를 주었는데 내습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파

랑의 쳐오름 높이가 증가되어 많은 양의 해빈이 유실이 

되어 단순 해안침식뿐만아니라 상가시설및 인근 휴향

시설까지 그 범위를 미쳐 인명 및 재산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 2차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

전 케이스 모두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정도는 커져

갔지만 일정 시간이후로는 침식의 변화량이 줄어들었

다. 요즘 고파랑의 내습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지

고 있어  파랑저감대책의 검토 및 현지적용이 이루어져

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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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역의 항로 매몰특성과 적정 유지준설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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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천항은 국제적 교역과 서해안 개발축의 중심 기능,

서해안 도서 지역의 요충지 및 산업생산기지 기능을 담

당하고 있으며, 수도권 산업구조에서 인천항을 물류의 

중심축으로 한 항만 클러스터 구축을 종합적으로 계획

하고 있다.

환황해권 경제시대 도래로 항만의 역할 확대가 요구

됨에 따라 해상물동량과 선박통항 증가, 선박의 고속

화, 대형선박의 항로 입출항 등으로 항만 및 주요 항로

상의 해양안전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년간 약 300만㎥이상의 유지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적절한 시점에

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인천항의 종합발전계획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

존에 수립된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

근의 변화된 해양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로 및 박지 유

지 준설 계획, 투기장 계획 등의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인천해역은 항만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에 있으며, 장래 항만 개발 계획 등의 많은 지형적 조건

이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의 해양 기후변화 등으로 해

양환경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

항 및 인천 신항으로 초대형 선박이 진입하기 위한 항

로 수심 유지 준설에 대한 현황 분석자료는 미흡한 실

정이며, 인천해역의 대규모 매립과 지구온난화 등의 해

양환경 변화가 일어 나고 있어 최근의 수심변화에 대한 

분석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천 해역의 항로에 매몰현

상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하여 과거와 현

재의 수심측량 자료 및 수치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매몰

현상의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해역의 기존자료 수집 분석, 수

심측량 및 해양조사, 수치모형실험 등의 자료를 분석한 

후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및 기능유지와 관련한 유지준

설 방안으로 항로 유지 적정 준설량 산정과 그에 따른 

유지 준설주기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 하고

자 한다.

첫째, 인천해역의 항로 매몰 영향 인자인 기본적인 

조석, 조류, 부유사, 해저질 등의 해양물리현황, 항만시

설 및 수역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 인천해역의 수심변화(침․퇴적) 현황 및 

인천해역 개발에 따른 준설토 발생량 현황 등을 실적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해역 항로 및 박지 위주의 수심변화는 현

재 수심측량 분석 자료와 기존의 추정와 비교 검토한 

후 항로 매몰 특성 분석과 항로 매몰 원인을 살펴보고

자 한다.

넷째, 항로의 구역별 퇴적속도 검토를 통해 인천해역 

항로의 유지준설 주기 및 적정 준설량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합리적인 유지 준설 방안과 준설토 처리 계

획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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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해역 항로 매몰 영향 인자

2.1 해양물리 환경
인천해역의 조석의 특성은 평균해면은 463.5 cm, 약

최고고조위는 927 cm, 대조차는 797.8 cm로 매우 큰 편

이며 소조차는 347.0 cm, 평균조차는 570.4 cm로이다.

주요 4대 분조는 주태음반일주조(M2)가 286.2 cm로 가

장 크며, 다음 주태양반일주조(S2)가 112.7 cm 로써 평

균해면 463.5 cm의 약 86 %를 차지하고 있다. 조석의 

주기성은 반일주조형으로 일조부등은 적으나 조차가 

크므로 약간 큰 고조의 부등을 볼 수 있는데, 조시의 부

등은 저조시에 크고 고조시에 작으며, 고조의 부등은 

고조시에 크고 저조시에 작게 나타난다. 하계에 월최고

조위와 월평균해면(A0, S0)이 높고 월최저조위가 낮은 

것은 하계의 저기압 영향과 함께 경기만 해역에서 M2

분조의 진폭이 하계에 증가하고 동계에 감소하는 계절 

변동(Kang et al., 1995)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류는 Fig. 1의 6개 정점에서 관측된 최강유속은 

48~115 cm/s의 범위인데, PC4와 PC6의 표층에서 100

cm/s 이상의 최강유속이 나타난다. 인천항 접근수로

의 유속을 보면, 팔미도 서측(PC2)에서는 표층 최강유

속이 85 cm/s 정도로서 창조류와 낙조류가 유사하고,

PC5에서는 창조류가 약간 강한 반면에 PC6에서는 낙

조류가 더 강하다. 인천신항 부근의 유속을 보면, PC4

에서는 낙조류가 강한 반면에 PC1과 PC3에서는 창조

류가 강하게 나타난다. 표층에서 M2 분조류의 진폭은 

17.3~66.8 cm/s의 범위이고, PC6에서 가장 크다. PC3

에서 M2 분조류의 진폭은 추계에 17.3 cm/s, 하계에 

20.9 cm/s이고, 추계와 하계의 주요 4개 분조류 진폭의 

합인 24와 35 cm/s는 창ㆍ낙조 최강유속의 평균인 54

와 47 cm/s의 44 % 및 74 %에 해당한다.

해저질은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으로부터 서측과 북

서측으로 갈수록 조립한 입도를 나타낸다(한국수자원

공사, 1998). 배수갑문 바로 전면에는 7~8 φ의 세립 실

트가 우세하지만, 시화방조제에서 멀어질수록 4 φ 보
다 조립한 세립사가 우세하다. Mud(실트+점토) 함량

은 배수갑문 앞에서 40 %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

측과 북서측으로 갈수록 10 % 이하로 감소한다. 퇴적상 

분포에 의하면 시화방조제 앞과 북서쪽 팔미도 앞까지 

니질 퇴적물이, 서쪽으로는 사질 퇴적물이 우세한 분포

를 나타낸다. 영흥도 북측에는 사질 퇴적물이, 영흥도

와 선재도 사이는 역질 퇴적물이 우세한 분포를 보인

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역질사와 모래

가 우세하며, 외해에서 해안으로 갈수록 실트질사에서 

사질실트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Lee et al., 1992;

이 등, 1998).

인천해역의 부유사 관측자료에서 평균 부유사 농도

는 동계에 76 mg/L, 하계에 35 mg/L, 춘ㆍ추계에 56

mg/L이다. 하계 최대치인 1,554 mg/L는 1994년 8월 

송도신도시(1~4공구) 전면 해상에서, 동계 최대치인 

1,154 mg/L는 1991년 2월 시화방조제 동측의 소래포구 

지역에서 관측되었다. 동계의 평균 부유사 농도가 높은 

것은 동계 북서계절풍에 의한 파랑의 재부유 작용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천항 주수로(SS1, SS2)의 동계 

평균 농도와 최대 농도는 각각 70과 190 mg/L 내외이

며, 평균 농도는 저층에서 표층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중층은 저층의 80 %, 표층은 저층의 60 % 정도를 나타

낸다. 시화방조제 전면(SS3)의 하계 평균 농도와 최대 

농도는 각각 7과 49 mg/L로 인천항 주수로의 동계 평

균 농도보다 낮다.

2.2 수역시설 및 발생 준설량
인천항에는 입항항로인 동수도와 출항항로인 서수

도의 2개 항로가 있으며, 양수도 모두 조류속이 강하고 

부근에는 천퇴와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총톤

수 500톤 이상의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할때는 

동수도를 이용하고 출항시는 서수도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굴곡부에서의 정확한 변침 및 보침을 위하여 동

수도상의 부도, 맥암부근, 북장자도와 팔미도사이의 항

로구간에서는 최대속력을 12 km/h로 제한하고 있다.

길이 30 m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동수도 및 서수도의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으며, 덕

적도 서북쪽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서수도

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동수도 및 서수도를 

따라 운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항의 항로 현황도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인천해역에서의 발생량은 크게 개발준설과 유지준

설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실적

치(내부자료)에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인천해역에서의 현재까지의 발생 준설량은 주

로 항만개발에 따른 준설량이 88 % 이상 차지하며, 일

부 유지준설은 12 % 정도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개발준

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항로 매몰특성과 발생 원인

3.1 기존 추정 유지준설량
신규 건설예정인 부두의 유지 준설량, 항내의 유지 

준설량, 기타 부두 운영사들의 향후 발생되는 준설량을 

살펴보았다. 추정 유지 준설량을 합산한 결과 연간 

3,147천 ㎥의 준설량이 발생하며 향후 2012년부터 2021



년까지의 10년간 인천항내의 발생되는 총 발생 준설량

은 29,153천 ㎥으로 추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인천해역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장래

의 발생 유지준설량을 추정한 자료 검토, 항로의  전체 

수면적은 약 39,873천 ㎡으로써 이를 고려할 때 유지준

설량을 연간 2,254천 ㎥로 추정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2 항로 매몰 특성
인천해역의 항로 구간에 퇴적으로 매몰현상 발생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수심자료와 수치해석 자료를 분석

하였다. 최근 수심현황은 인천남항, 북항, 신항, 경인항,

연안항을 포함한 인천항계내의 항로, 박지를 위주로 총 

1,000 km 수행한 자료와 기존 수심성과도와 비교하여 

침・퇴적량을 파악하여 항로 매몰 특성을 살펴 보았다.

단, 2011년도 수심측량 범위를 기준으로 측량이 수행

되었거나 수행예정인 구역은 측량구역은 제외 하였다.

전반적인 수심의 공간적인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인천

항 진입하는 항로쪽에 수심이 깊고 연안으로 갈수록 수

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항진입 항로는 거

의 일정 수심분포를 형성하고 있어 준설이 되어 있는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팔미도 근처 외해측

의 진입항로는 수심이 약 15 m 이상으로 수심으로 자연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수심측량 자료와 기존 수심측량 자료에 

대한 수심편차를 고찰한 결과의 인천해역의 퇴적에 의

한 수심변화의 공간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인천해역에서 연간 약 20 cm 정도의 

퇴적에 의한 수심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항 전면항로

와 북항 내의 수역에서는 연간 60 cm 이상의 퇴적율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인천해역의 수심변화는 전반적으로 항로를 따

라 남측의 진입항로측에서 북측의 경인항으로 갈수로 

퇴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북항항로와 북항 내에서

는 퇴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천해역에서 항

로부분의 빠른 유속이 굴입식 북항항로과 북항 내에서 

느려져서 퇴적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인천신항의 신항진입 항로도 퇴적이 연간 23

cm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준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향후의 개발이 완료된 후에 지형적으로 유

속이 느려져서 많은 퇴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3.3 항로 매몰 원인
인천해역에서의 수심변화, 즉 항로 매몰의 원인은 크

게 해양물리와 해양환경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기만 일대의 각 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류속 및 유

향이 변화하여 흐름에 의하여 침·퇴적이 발생 될 수 있

다. 또한, 해양환경은 각 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위적

인 행위에 의한 조류속의 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부유

사 농도 증가 등이 있다.

북항 및 북항항로에서는 제1항로를 통한 빠른 유속

이 느려져서 퇴적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북항이 굴입

식 형태의 입지적 조건으로써 조류에 의해 유입된 부유

사가 이동, 침전되어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근의 해양물리 조사 중 층별 조류 분석결과

에서도 저층에서 북항 내측으로 흐름이 발생하여 부유

사가 이동되어 퇴적되는 원인도 일부라고 밝혀지고 있

는 상황이다.

인천신항의 진입 항로도 연안측으로 갈수로 퇴적이 

많이 발생되는 데 강한 조류속에 발생된 부유사가 연안

측에서 느려지면서 포켓형 연안에 이동되어 퇴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신항은 현재 준설공사가 진행 중

인 상태이지만 향후의 개발이 완료된 후에 지형적으로 

유속이 느려져서 많은 퇴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류속 및 유향 변화 등에 의하여 

항로에서 매몰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지형적 특성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거나 굴입식 항만에서는 부유사

(토사)가 이동되어 퇴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외에

도 한강에서의 담수에 의한 부유사 유입, 계절별 파랑

에 의한 부유사 재부유, 공사에 의한 부유사 발생 등으

로 부유사가 이동되어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 퇴적되기

도 한다.

4. 항로 유지 적정 준설량 산정

일반적으로 항로의 수심은 통항 선박의 안전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항 선박의 톤급에 따라 

만재흘수에 여유 수심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

천해역의 조위에 무관하게 항상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약최저저조위 조건에서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최소 1.5 m, 최대 2.0 m 정도의 항로 매몰이 발생되

면 항로 유지를 위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겠다.

최근의 수심성과도 분석을 통한 수심변화량을 통한 

인천해역의 항로에서의 침퇴적량  추정치는 기존 보다 

약 1.6～2.0 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현재와 

같은 퇴적 속도 추세라고 하면 장래 10년 후의 퇴적량

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치해서에 의한 기존 추정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정치도 유사한 경향으로 분석 되었으며,기

존 2006년 추정치는 최근 실측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



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모델 특성, 입력 수심, 조위 조

건, 입력 파라메타 등의 조건에서 인천해역 항로의 퇴

적재현 양상은 어느 정도 잘 재현한 것으로 사료 된다.

항로 유지의 적정 준설주기는 북항과 북항항로 및 제

2항로에서는 퇴적이 많이 발생되는 수역이므로 구체적

인 유지준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기 전 까지

는 중점적으로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통항선박의 안전성 등의 

항만개발 유지 및 기능 극대화를 위한 일정 수심 이상 

유지하기 위한 항로의 정기적인 준설은 필수적인 것으

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과거와 현재의 수심측량 자료 및 수치해석 결과를 분

석하여 매몰현상의 공간적인 분포특성 및 항로 유지 적

정 준설량 산정 등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천해역에서 연간 약 20 cm

이상의 퇴적현상에 의한 수심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북항 전면 항로와 북항 내의 일부 수역에서 연간 60

cm 이상의 높은 퇴적율을 보이고 있어 매몰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2) 북항과 북항 항로에서는 제1항로의 빠

른 유속이 느려져지고, 굴입식 형태의 북항 내측으로 

저층 흐름에 의하여 퇴적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와 같은 해역에서의 퇴적현상은 유속 및 유향

과 동시에 지형적인 형태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3) 인천해역의 준설주기는 북항과 전

면 항로에서 장기적인 준설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4) 북항과 전면 항로 및 제2항로에서는 연간 퇴

적율이 큰 수역이므로 구체적인 유지준설에 대한 가이

드라인 등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중점적으로 정밀 모니

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The location of tidal current observation

 

<Fig. 2> The  Incheon Waterwa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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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사질해안 법선각 및 반경의 개념도

서해안의 해안선 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oreline Feature of Yellow

이정렬1, 김정원2, 양병모3

Jung Lyul Lee1, Jung Won Kim2 and Byung Mo Yang3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해안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독립적인 원형 접경을 

구성하는 사질해안을 하나의 해안요소(beach element)

로 가정하고 서해안 사질해안의 반경과 법선각, 해안 

길이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이정렬 등, 2010). 이

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서해안의 해안선 형태가 해안 

환경이 서로 다른 동해안 그리고 미국 오레곤 해안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해안선의 형태

사질 해안선은 해안으로 입사되는 파의 영향에 의하

여 형성된다. 해안의 형태는 파랑의 3요소인 파고, 주

기, 파향 중에서도 대표 파향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파향은 외해에서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향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접지역의 지형적 형태로 인

해 파랑이 회절 및 굴절하여 모래의 이동이 주로 발생

하는 해안에 도달하는 파향을 의미한다. 즉, 사질해안

은 연안류의 영향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연안에 도달하

게 되는 파에 의해 밀려서 형성 된 것이며 연안에 여러 

방향으로 입사되는 파 중에서 대표파의 파봉선과 사이

각이 존재할 경우 연안에 운반되는 모래는 다시 파봉선

과 평행한 방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동하여 해안선의 

형태는 변화하게 된다.

해안 형태가 거의 직선이고 외해의 입사 파봉과 해안

선이 거의 나란한 경우 그리고 주변에 곶이나 섬이 없

어 해저수심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 외해에서 직선으

로 입사되는 파는 회절 또는 굴절을 거의 하지 않고 해

안에 도달 하게 된다. 이때 입사되는 파의 파봉은 해안

에 인접하게 되어서도 거의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안선과 파봉선이 평행을 유지하게 되어 사질해안은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안선의 형태

를 일자형 해안이라고 하며  하나의 독립적인 해안이 

갖는 원형의 반경이 크고 각 표사계간의 모래이동을 가

장 잘 허용한다. 또한 해안선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

에 위치한 곶까지 거의 일직선의 형태를 보이는 경향을 

갖고 있다(Fig. 2). 토사의 이동에 제약이 없어 계절적 

변화도 거의 눈에 뜨지 않는다.

평균해안선이 입사되는 파의 파봉선에 평행으로 놓

여 있어도 해안선의 침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직 해안이 파봉선에 직선적인 평행을 이루지 못 하고 

사질해안의 주변에 곶이나 섬에 의해 표사계 간의 토사

이동이 일부 제한 받는 경우 해안은 일자형 해안에 비

해 사질해안에 접하게 되는 원형의 반경이 작게 되면서 

활형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활형 해안은 계절적 변화

가 가장 심하나 연평균 해안은 자연적인 해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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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서해안 바구니형 해안의 예: 백리포 해변

<Fig. 2> 서해안 일자형 해안의 예: 대천해수욕장

<Fig. 3>  서해안 활형 해안의 예: 몽산포해수욕장

대칭적인 형태를 띄고 있으며 어항이나 도류제와 같은 

해안구조물이 광범위하게 건설된 해안은 비대칭적인 

부리형 해안 형태를 띄기도 한다(Fig. 3).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평균 입사 파의 파봉선이 해

안의 형태와 큰 사이각을 갖게 되고, 곶이나 섬 또는 수

심의 변화로 인해 파가 회절 및 굴절하게 되어 파향이 

변하게 되는 곳에 사질 해안이 형성된다. 이러한 형태

의 해안에 접하게 되는 원형은 위의 활형 해안 보다 더 

작은 원형 반경을 갖게 되며 표사계가 고립되어 토사의 

유입 및 유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외해 파향

에 비교적 둔감하여 해안선의 계절절 변화가 거의 없는 

해안을 바구니형 해안이라고 한다. 바구니 해안은 토사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심의 한계 즉, 한계 수심보

다 곶이 더욱 크게 발달했을 경우에 형성되며 외해에서 

입사되는 파향과 해안선의 법선의 사이각이 큰 경우가 

많지만 파향에 대해 민감도가 낮아 가장 안정된 해안이

라고 간주된다(Fig. 4).

일반적으로 서해안은 침강해안으로서 리아스식 해

안의 형태를 띄고 있어 사질 해안의 형태가 일자형보다

는 바구니형이나 활형 해안의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

3. 해안 요소 분석

Fig. 5와 6은 이정렬 등(2010)이 제시한 오레곤 해안

과 동해안의 해안 요소가 갖고 있는 원의 반경과 해안

의 중앙에서 원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법선의 각과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서해안의 사질 해안 요소가 갖는 원의 반경과 법

선각과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포괄선의 폭이 상

대적으로 크게 산출되었다. 서해의 사질 해안 요소는 

충청남도에서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약 997km 길

이의 해안을 따라서 122개소의 위성 자료로부터 추출 

하였다. Fig. 8은 수렴각을 중심으로 모든 해안에 대해 

재배치한 상관관계도이다.

그림에서 수렴각은 서해안에 지배적인 외해 입사 파

향을 의미하며 원의 반경이 작아짐에 따른 굴절 및 회

절에 의한 입사 파향의 변형을 의미하나 서해안의 경우 

해안이 바다에 면한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풍파 

fetch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도 포괄선이 서로 좀 더 

크게 벌어지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포괄선은 다

음 식으로 주어졌다.

  ± tanh   (1)

여기서 는 수렴각도이고 는 반경 R에 로그를 취

한 것으로 log R이고  는 포괄선의 fitting 계수이다.

오레곤 해안의 경우 수렴각도는 진북으로부터 280도

로 W(서측)보다는 약간 북측에서 태평양 풍파가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해안의 경우는 48도로  NW

보다 약간 북측에서 동해 풍파가 그리고 서해안의 경우

는 265도로 W보다 약간 남쪽에서 황해 풍파가 대부분 

형성되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서해 해안에 대한 접선반경과 법선각의 

상관관계

포괄선 계수 a는 오레곤 해안의 경우 0.39, 동해안의 

경우 0.47, 서해안의 경우 0.36으로 추정되었다. 값이 작

을수록 포괄선의 상대적 이격거리가 커진다. 동해안의 

경우 가장 큰 값을 보이는데 융기해안으로 해안선이 단

조롭고 입경이 큰 관계로  회절 및 굴절 효과가 작게 발

휘되었다고 판단되며 오레곤의 경우는 동해안과 같이 

단조로운 해안이나 태평양에 접하고 있어 풍파의 입사

각 변동량이 클 수 있지만 입경이 다소 고운 편으로 굴

절의 영향을 좀 더 받고 있는 해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서해안은 침강해안으로 해안선이 리아스

식 해안으로 해안 길이가 큰 일자형 해안의 형성이 거

의 없고 세립자 모래로 구성되어 굴절의 영향도 많이 

받으며 풍파역도 황해의 제한적인 특성상 다양하게 형

성되므로 포괄선 계수가 가장 작게 추정되었다.

Fig. 9는 해안 요소의 접선 반경과 사질 해안의 길이와

의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 해

안의 조석, 조류, 풍파 환경이 서로 다르지만 사질 해안 

형상을 지배하는 데에는 그러한 인자의 차이는 큰 영향

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좀 더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4. 결론

서해안의 사질 해안은 황해라는 준폐만에서 형성된 

풍파에 의하여 형성되며 비교적 낮은 수심에서 조석 및 

조류의 영향력이 큰 해안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독특한 해안 환경에서 형성된 해안 

요소가 다른 해안 환경을 갖고 있는 오레곤과 강원도 

의 사질 해안 접선 반경과 사질해안 길이 및 대표 입사 

파향 간의 자료와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 지를 비교⋅분

석하였다.

서해안의 경우 황해의 동측에 위치하여 수렴각도는 

W보다 5도 남측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해안과는 달리 포괄선의 이격이 좀 더 큰 경향을 보이

는데 아마도  세립자로 구성된 서해 사질토의 영향으로  

굴절의 영향이 크고 리아스식 해안에 따른 회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해

안의 경우 풍파 발생이 fetch limited인 경우가 많아 해

안이 바다에 면한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풍파 fetch

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도 포괄선이 서로 좀 더 크게 

벌어지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오레곤 해안에 대한 접선반경과 법선각의 

상관관계

<Fig. 6> 동해 해안에 대한 접선반경과 법선각의 

상관관계

           



<Fig. 8> 접선반경과 법선각의 상관관계 비교

특히 서해 해안은 조석, 조류의 영향력이 큰 해안이지

만 흥미롭게도 접선 반경과 사질 해안의 길이와의 상관

관계가 다른 해안의 그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사질 해안 조성에 대한 지배적인 미케니즘을 밝히는데 

흥미있는 연구 테마가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인공해안의 조성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인공해안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설계 및 관리 가이드가 될 수 있다.

    <Fig. 9>  접선반경과 해안길이와의 상관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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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따른 해안선 변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Shoreline by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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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Lyul Lee1, Jun Seok Park2 and Joo Yong Lee3

1. 서론

태풍이 통과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풍랑의 크기와 

내습 방향이 빠르게 변하므로 해안선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폭풍 해일이 닥치면 해안선은 침식과정을 

거쳐 후퇴하고 다시 일반적으로 원래의 해빈단면으로 

회복된다(Edelman, 1968; Dean, 1976; Sonu and Van

Beek; 1973). 그러나 직선적인 해안이 아닌 해안에서는 

지형적인 조건과 파랑의 입사각이 해안에 대하여 빗각

을 이루는 경우 일정지역의 모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되었다가 다시 서서히 회복되는 좀 더 장기적인 이동과

정을 겪는다. 고파랑의 내습에 의한 longshore sand

bar의 형성 과정은 빠르지만 다시 해안으로의 회복 과

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토사 

이동과정을 잘 모의하도록 지역 맟춤형 수치 모형을 수

립하는 것이 대상 해안의 지속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

하는 토사 이동 모형이 단기적 예측용임을 감안하여 태

풍의 통과에 따른 모형의 단기적 예측 능력을 평가한

다.

태풍에 의해 발생되는 해안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해안환경연구실에서 개발한 수치 모델 

DISEM (Depth - Integrated Shallow-water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태풍에 의한 해안선 변동에 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DISEM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 

태풍 탈라스시의 수치모의 결과가 산출된 파랑 정보와 

태풍 탈라스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을 당시의 동해,

포항, 거제도 해상의 부이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2. 태풍파 모형

  에너지 식을 이용하는 기존의 태풍파 모형과는 달

리 수면 변위에 대한 쌍곡선형 완경사 방정식을 이용하

여 파랑의 발생 및 전파가 모의된다. 풍파와 같이 수면 

변위를 변수로 하는 모형은 파장이 100m 내외의 짧은 

파를 다루므로 반경이 몇 100km에 해당되는 태풍파 전

체를 모의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다.

수면 변위 완경사 방정식에서는 파속과 군속도가 

요구된다. 주어진 주기에 대하여 각 격자의 수심마다 

파속과 군속도가 계산되는 데 파속은 파의 굴절 현상에 

군속도는 천수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파장이 

확장되도록 원래 주기보다 상당히 큰 가상적인 주기의 

각주파수를 적용하되 원래 주기에 해당되는 파속과 군

속도가 적용된다면 굴절 현상과 천수 현상은 그대로 유

지된다 (이, 1996). 단, 파장의 확대로 인하여 회절 현상

이 과대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모형에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태풍파 

모의를 위한 영역이 대부분 개방된 해역이므로 회절로 

인한 오류는 작다고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에

너지의 군속도 전파를 보장하는 Lee와 Park (2001)에 

의하여 유도된 약비선형 불규칙 파에 적용가능한 완경

사 방정식의 선형 식을 이용하여 근사적인 태풍파 파고

를 예측한다. 예보용 모형이므로 바람과 압력장은 중심

기압, 반경, 태풍 반경으로부터 손쉽게 구하는 Holland

모형 (Holland, 1980; Bode와 Hardy, 1997)을 사용한

다.

미국 하와이 해역 허리케인 INIKI(1992)에 적용하여 

관측 치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하와이와 같이 개방된 해역에서 태풍파의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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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태풍 탈라스의 이동경로(2011)

는 Bretschneider(1966)과 같이 북반구에서 태풍의 진

행 방향에 대하여 9시-10시 방향에서 최저 파고 점이 존

재하며 우측에서 2시-5시 방향에서 최대 파고 영역이 

형성된다.

 

<Fig. 1> 허리케인 INIKI(1992)에 대한 관측치와의 

비교

 

<Fig. 2>  개방된 해역에서의 태풍파 분포

3. 태풍 탈라스

태풍시에는 연안 해일과 해안 침식과 같은 연안 재해

가 가장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연안역 파랑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취득하고 연안역 파랑, 흐름, 해저면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 8월 말부터 9월초에 그림 

3과 같은 태풍 탈라스 경로로 한반도 동해안에 진입한 

태풍파 모형을 광역격자에 적용하였다.

그림 4는 사용자 편의 수치모형 상에서 태풍 경로 및 

중심기압의 정보 입력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된 

태픙의 경로로부터 내삽에 의하여 계산간폭마다 태풍

바람장 모형으로부터 바람정보가 각 격자점으로 제공

되며 이로부터 태풍파가 생성된다.

모형으로부터 얻은 태풍파의 파고 결과를 그림 5의 

부이 정보와 그림 6과 같이 서로 비교하였으며 파향에 

대한 수치 결과가 그림 7에 도시되었다. 그림 8은 

DISEM 모형으로부터 얻은 태풍 경로별 태풍파 파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태풍 탈라스의 경로 입력



<Fig. 5> 수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파랑부이의 위치

<Fig. 6> 수치 모형 결과와 관측 부이와의 비교

<Fig. 7> 파향에 대한 수치 모형 결과

4. 태풍 탈라스에 의한 해안선 변화

태풍 탈라스의 동해 진입에 따른 강원 동해안의 공현

진 및 문암-교암 표사계의 해안선 변화에 따른 결과를 

그림 9와 그림 10에 각각 도시하였다.

태풍 탈라스의 영향으로 파고가 3.9m로서 비교적 큰 

파고인 관계로 토사의 Cross Shore Transport로 인하여 

전반적인 해안선은 침식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9

와 같이 가진항 바로 남측 방사제에서는 해저면 토사의 

침식(Blue color area)이 넓게 발생하고 있으며 바로 남

측에는 반대로 토사의 퇴적(Yellow color area)이 형성

되고 있다. 또한 태풍 탈라스의 통과시 공현진 해수욕

장 남측에서도 넓게 해저면 침식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Fig. 8> 태풍 경로별 태풍파 분포

가진항과는 달리 공현진 항의 남측 방사제로는 토사

가 넓게 퇴적(Yellow color area)이 형성되어 해안선의 

전진(Red line>Black line)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로 아

래에서는 반대로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송지호 해변 

전면 해안이 전반적으로 큰 파도의 형성으로 해저면 침

식이 발생되고 있으며 섬 후면에서는 퇴적의 발생으로 

해안선 전진이 약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10과 같이 백도 해수욕장은 전반적으로 침식이 

발생하고 있으나 남측에서 특히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

다. 교암리 해수욕장도 전체적으로 침식이 우월하나 교

암리 해수욕장 가운데와 문암 2리항 전면 낮은 수심에

서는 퇴적이 발생하고 있다.

5. 결론

신속한 예측이 가능한 태풍 예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풍 탈라스 통과시 강원 동해안의 공현진과 문암-교암 

표사계의 해안선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광역에서의 하루 동안의 태풍파 모의 계산에 일반 

PC에서도 2-3분이 소요되어 경로의 예상되는 확률 치

로부터 태풍파고를 확률적인 정보로 산출하는 것도 가

능하다. 또한 GUI 기법을 이용하여 stand alone 형태로 

완성되었으므로 비전문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용한 정

보와의 연계가 중요한데 본 모형은 강원 동해안 일대에 



계획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Fig  9> 공현진 표사계의 

태풍 탈라스 통과시 해안선 변화

(Yellow color: Deposition; Blue color: Erosion/ Black 
line: Before Season; Red line: After Season)

<Fig. 10> 문암-교암 표사계의 

태풍 탈라스 통과시 해저면 및 해안선 변화

(Yellow color: Deposition; Blue color: Erosion/ Black 
line: Before Season; Red line: Af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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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 후 미국 델라웨어의 Bethany Beach에서 발생한 해안침식

Erosion of Nourished Sand on Bethany Beach of Delawar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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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ok Do, Nobuhisa Kobayashi, Kyung-Duck Suh, Jae-Seol Shim

1. Introduction

미국 델라웨어 주 대서양연안은 반복적인 침식현상

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빈을 통해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양빈을 통

해 형성된 사구는 폭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수범람

을 막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U.S.

Army En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2002). 본 연구에서는 대상해역을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Bethany Beach로 하여 양빈 된 모래의 이동과

정을 분석해 보았으며 분석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이다. 미 육군 공병단에서는 2007년 이

후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이 해역의 지형변화를 관측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8년 5월과 2009년 11

월에 발생한 폭풍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기

간동안의 지형 변화와 양빈, 그리고 미국 델라웨어 대

학의 고바야시 교수가 개발한 연안지형변동모형인 

CSHORE를 이용하여 지형변화를 재현하였다.

CSHORE 모형은 STWAVE(파랑변동모형)과 수심 적

분된 운동량방정식(흐름모형), 그리고 표사의 2차원 이

송·확산방정식(해안지형변동모형)의 3가지 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 CSHORE모형은 해안선 수직방향 지형변

화를 예측하며 해안선 수직방향 및 해안선 평행 방향의 

모래 이동을 예측할 있다. Kobayashi and Jung (2012)

에서는 해안선 평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래의 양이 지

형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해

역인 Bethany Beach는 해산선이 약간 휘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해역에서는 이 효과가 지형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며. 이로 인하여 수치모형의 결과

가 더 개선되었다.

2. Field Data

Bethany Beach는 미국 델라웨어 주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미 육군 공병단에서는 Fig. 1에서와 같

이 총 13개의 Profile을 관측하였다. 각각의 Profile은 

N00에서 N60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Profile간의 

거리는 150 m 간격이다. Profile 관측은 2007년 09월 15

일부터 2010년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중

관측은 7번 진행되었다. 표 1 에서는 각각의 관측 일자

및 관측 일자에 따른 기간을 표시하였으며, 여기서 N은 

양빈(Nourishment), E는 (Erosion) 그리고 A는 

(Accretion)을 의미한다. 델라웨어 주정부에서는 2007

년 9월부터 2월까지 대규모 양빈을 Bethany Beach에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은 N1에 해당한다. 이를 분석해 

보면 N1 기간에 양빈 된 모래의 양은 관측 Profile에 따

라 279 ~ 654 m3/m이며 평균적으로는 496 m3/m이다.

N1 기간의 마지막 Profile은 E1 기간의 초기 Profile과 

동일하며 E1 기간의 마지막 Profile은 2008년 Mother's

Day에 발생한 폭풍이 지나간 후 관측한 결과이다. E1

기간 동안 유실된 모래의 양은 평균적으로 74 m3/m이

며 이는 평균해수면 위에서의 모래 변화량을 계산한 것

이다. Bethany Beach는 폭풍 후  A1 기간을 지나는 동

안 약간 퇴적되는 양상이 2008년 가을 관측에 의해 보

여 진다. N2 기간에는 E1 기간에 발생한 폭풍으로 인하

여 침식된 해변 일부를 양빈을 통해 복구하였다. N2 기

간에 실시한 양빈은 N1 기간에 비해 규모가 작다.소규

모 양빈을 실시한 후인 E2 기간에는 다시 폭풍이 발생

하였는데 발생 시점은  2009년 11월이다. 이 기간 동안 

1 발표자 : 한국해양연구원 / 연구원 / kddo@kordi.re.kr

2 University of Delaware / Professor / nk@udel.edu

3 서울대학교 / 교수 / kdsuh@snu.ac.krl

4 한국해양연구원 / 연구부장 / jsshim@kordi.re.k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Peroid Start Date Number of Days
Average during Each Period

S (m) Hm0 (m) Tp (sec)
θp 

(degrees)
N1 15 September 2007 166 0.03 0.69 8.3 80.5
E1 28 February 2008 77 0.08 0.82 8.3 77.4
A1 15 May 2008 137 0.09 0.62 8.6 89.6
N2 30 September 2008 349 0.06 0.67 8.3 82.6
E2 14 September 2009 88 0.23 0.88 8.4 70.5
N3 11 December 2009 278 0.11 0.65 8.7 83.7

<Table 1> Six period from September 2007 to 15 September 2010.

<Fig 1> Bethany Beach, 13 Survey lines (N00 to N60), 
and Wave Gauge DE002.

<Fig 2> Initial and final profiles of period E1 (top) and E2 
(bottom) above initial profile of period N1 along line N30.

유실된 모래는 평균적으로 70 m3/m으로 이 역시 평균

해수면 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그 후 N3 기간

에는 E2 기간에 소실된 사구를 양빈을 통해 복구하였으

나 양빈의 규모는 소규모이다.

미 육군 공병단에서는 지형관측과 동시에 2007년 01

월부터 현재까지 Bethany Beach 전면에서 파랑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파고계의 위치는 Fig.1에 나타나 있으며 

수심 10 m 지점에 수압식 파고계를 설치하여 파고, 주

기 및 파향을 관측하고 있다. 표 1에서는 이 자료를 분

석하여 총 6 개의 기간 동안의 평균 파고, 주기 및  파향

이 기록되어 있다. 파랑자료에 따르면 E1 기간 동안에 

발생한 폭풍의 유의파고는 3 m 정도이며 지속 기간은 

1.5일로 그리 크지 않은 폭풍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폭풍의 크기에 비해 유실된 모래의 양은 크다. 이는 인

위적으로 양빈을 실시한 직후에 폭풍이 발생하였기 때

문이다. E2 기간에 발생한 폭풍의 유의파고는 3m 이상

이며 지속기간은 2일로 상대적으로 E1 기간에 발생한 

폭풍보다 그 강도가 세다. Fig. 2는 양빈을 실시하기 전

의 Profile과 E1과 E2 기간의 초기 Profile, 그리고 폭풍

이 지나간 후의 Profile을 그린 것이다. Fig.2 에 따르면,

E1 기간에서 발생한 침식은 상대적으로 해수면 부근에 

위치한  부근의 모래가 유실되었으나, E2 기간에서는  

사구의 모래가 유실되었다. 이는 두 기간에 발생한 폭

풍의 강도에 영향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사구 전면에 

위치한 모래의 존재 유무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된다.

Dean (1991)에서는 Equilibrium beach profile 이론

을 적용하여 자연 상태의 모래와 준설로 인한 모래의 

특성에 따른 Profile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빈을 실시할 시에 기존의 모래보다 더 큰 직경을 가

진 모래를 양빈 하는 것이 더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한다. Ramsey (1999)는 1930년부터 델라

웨어 주 정부, 미 육군 공병단 등지에서 개별적으로 조

사한 델라웨어 해역의 모래 특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델라웨어 동부 해안을 40개의 영역으로 



<Fig 3>  Measured and computed final profiles starting from 
initial profile for period E1 (top) and E2 (bottom) along line 

N30.

분할하여 구역별로 모래 특성을 제시 하였다. 이에 따

르면 대상해역인 Bethany Beach 모래의 평균 직경은 

0.40 mm이다. 양빈 된 모래의 평균직경은 0.31mm 이

며(D16=0.23 mm, D84=0.45 mm), 이는 미 연방 정부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보하였다. 양빈에 사용된 모래가 

기존의 모래보다 더 직경이 작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양빈 된 모래의 많은 양이 폭풍을 통해 

침식된 것으로 보여진다.

3. Comparison of Numerical Model with 
Field Data

Fig. 1에 따르면, N10 과 N45 관측 Profile은 해안

선에 수직이지 않다. CSHORE 모형은 해안선에 수

직방향의 지형변동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N10과 

N45와 같이 해안선에 수직이지 않은 Profile을 적용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N10과 N45를 제외한 총 11개의 Profile을 대상으로 

하여 침식현상을 재현해 보았다. CSHORE 모형은 입

력조건으로 초기의 Profile과 파랑조건(파고, 주기와 

파향), 그리고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수위를 필요로 한

다. 그리고 해역의 모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모래의 

평균 입경 및 침강속도 (Fall Velocity)도 입력조건으로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ofile 및 파랑조건

은 2장에서 거론하였으며 해수면 수위는 대상해역에

서 북으로 30 km 떨어진 지점인 Lewes에서 측정한 수

위를 사용하였다. 침강속도 (Fall Veocity)는 모래의 입

경에 의해 정해지는 데 본 연구에서는 Jimenez and

Madsen (2003)이 제시한 식을 사용하여 침강속도를 추

정하였으며, 그 값은 4.17 cm/s 이다.

Table 1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모래가 공급되지 않

은 기간은 E1,A1그리고 E2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대

상으로 하여 수치모형의 결과와 관측치를 비교해 보

았다. A1 기간에서 발생한 모래 체적의 변화는 약 

-13m3/m (Erosion)에서 29m3/m (Accretion)로 그리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변화는 E1과 E2기간에 발생하

였다. Fig. 3은 E1과 E2 기간 동안의 Profile 변화와 수

치모형을 통해 예측된 Profile을 보여주고 있다. E1

기간 동안 발생한 침식은 대부분 해수면과 인접한 부

근에서 발생하였으며, 수치모형의 결과는 평균해수면 

위에서 발생한 지형 변화는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으나 평균해수면 아래에서 발생한 지형변화는 다소 

오차가 있다. E2 기간에서는 해수면 위의 지형변화가 

활발하였으며 사구의 침식이 발생하였다. 수치모형의 

결과는 해수면에 인접한 부근에서 발생한 침식은 크

게 예측하고 있으며 사구 부근에서 발생한 침식은 관

측치보다 작게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수

치모형이 해수면 위이 침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

음을 의미하여 추후에 연구를 통해 개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양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양빈 된 모래의 크기를 변화시켜 보았으

며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Fig. 3의 결과는 

평균 직경 0.31 mm 와 침강속도 4.17 cm/s를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평균 직경을 0.23

mm와 0.45 mm로 가정하여 E1 기간과 E2 기간에 대

한 지형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 경우 침강속도는 

동일하게 Jimenez and Madsen (2003)에서 제시한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4는 모래 직경에 따

른 모래 체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x 축은 N00으

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체적의 변화는 평

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에서 발생한 지형의 

체적 변화량이다. Fig. 4에 따르면 예상한 바와 같이 모

래의 직경이 감소할 경우(D50=0.23 mm)에 발생하는 침

식은 커지며, 모래의 직경을 크게 할 경우(D50=0.45

mm)에 발생하는 침식은 감소한다. 이는 Bethany

Beach의 기존 모래직경(D50=0.40 mm)보다 더 큰 모래

를 사용하였다면 두 개의 폭풍에 의한 발생한 침식현

상을 다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폭풍 후 시행

된 추가적인 양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

을 것이다.

4. Summary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주 Bethany Beach에서 

관측된 13개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2007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양빈이 행해진 Bethany Beach의 지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규모 양빈은 2007년 9월부터 



<Fig 4> Computed erosion volume above MSL per unit 
alongshore length for median diameters of 0.23, 0.31 and 

0.45 mm during E1 (top) and E2 (bottom). 
2008년 2월까지 행해졌으며 양빈 된 모래의 체적은 

500m3/m, 평균입격은 0.31 mm이다. Bethany Beach에

는 2008년 5월과 2009년 11월에 두 건의 폭풍이 발생하

였으며 이로 인하여 양빈 된 모래의 많은 양이 침식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개발된 

연안지형변동모형인 CSHORE를 이용하여 폭풍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예측하였다. 예측된 지형변화는 파

랑이나 흐름모형에 비해서는 다소 정확도가 떨어진

다. 이는 모래의 이동은 그 입자수가 매우 많아 이의 

운동을 규명할 운동방정식이 아직 구성되지 못한 것

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모형들이 경험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CSHORE 모형 역시 모래 이동을 

경험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형변동

모형이 해수면 아래의 지형변화만을 예측할 수 있으

나 CSHORE모형은 해수면 위의 지형변동(사구)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확도 

역시 현존하는 연안지형변동모형 중에서는 매우 뛰

어난 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SHORE 모형은 

주로 조석이 크지 않은 연안에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조석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위의 변화는 고려되

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흐름의 효과는 고려

되어 있지 않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08년 02월

부터 만리포 해역을 대상으로 지형을 관측하고 있으

며 추후에는 이를 이용하여 CSHORE 모형의 수정을 

통해 조석의 효과가 고려된 연안지형변동모형을 개

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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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우리나라 주변 해저터널 구상도

해중터널이란?

What is a submerged floating tunnel?

박우선1, 한상훈2

Woo-Sun Park1 and Sang-Hun Han2

1. 서론

대륙간 연결을 위한, 대륙과 섬 또는 섬과 섬간의 연

결을 위한 해저터널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일본의 간

몬해협에 1936년에 시작하여 1944년에 설치된 간몬터

널이 세계 최초의 터널로 볼 수 있으며, 국가간 연결 최

초 터널로는 1986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개통된 

Channel터널(일명, 유로터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을 일본 쓰시마를 거쳐 후쿠오

카와 연결하는 한일터널, 인천 등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한중터널, 그리고 최근에 구상되고 있는 목포

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상들은 물류 혁명을 위해 또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터널길이가 길어질

수록 건설기간과 건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쉽게 추진이 되고 있지 못하다.

해저지반을 굴착하여 건설을 할 경우 굴착시 토출되

는 막대한 토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

한 관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바다 협곡이 있는 경

우 터널을 더 깊게 위치시키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반내 또는 해저지반상이 아닌 

해수중을 통과하는 터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해중터

널의 정의와 기존 타 공법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 그리

고, 일본의 수중터널연구조사회의  발간자료를 바탕으

로 적용성 및 우위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2. 해중터널

2.1 해중터널의 정의
해중터널이란 바다 속에 설치된 터널, 즉 해수면과 

해저면 사이의 수중에 설치된 터널이라 할 수 있다. 공

식 전문용어로는 submerged floating tunnel(SFT)이며,

suspended tunnel 또는 Archimedes bridge라고도 불

리운다. SFT중 바다에 설치된 경우를 특별히 해중터널

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강 또는 바다를 통하여 교통을 연결하는 

수단으로는 가능한 한 방법으로는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장대 교량을 이용하

는 방법(①), 침매터널을 이용하는 방법(③), 지중터널

을 이용하는 방법(④), 그리고, 해중터널을 이용하는 방

법이다(②). 이중 먼저 언급한 3가지 방법은 실제로 적

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 해중터널은 개념은 오래

전에 제안되었지만 아직 현장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방

법이다.

1 발표자: 한국해양연구원 / 부장/책임연구원 / wspark@kordi.re.kr

2 한국해양연구원 / 책임연구원 / shhan@kordi.re.k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Fig. 2> 연육수단

<Fig. 3> 해중터널 지지방식

<Fig. 4> 적용성 평가 흐름도 

해중터널은 자중(W)과 부력(B)의 크기에 따라 Fig. 3

와 같이 4가지 지지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부력이 자중

보다 큰 경우에는 긴장 계류선을 이용하는 방식, 자중

이 부력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 부력 폰툰을 설치하여 

총자중과 부력을 같게 하는 방식 또는 해저에 교각을 

세워서 지지하게 하는 방식, 자중과 부력을 일치시켜 

별도의 지지를 하지 않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각 방

식은 장단점이 있어, 적용지역 환경조건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2.2 해중터널의 특징
해중터널은 기존의 해저터널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연결구간의 길이가 타 터널형식에 비하여 최소

②타 터널형식에 비해 건설기간  및 구조물 제작 소

요공간 최소 

③해저지반 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

④사용후 제거 및 재활용 가능

⑤해상교통에 방해가 적음

⑥자연 환경 피해 최소

⑦지진 등의 영향을 적게 받음

기존 타 터널 형식에 비하여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랑, 흐름 등의 하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

어 있다는 점, 테러에 대하여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 무

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은 관련한 경험이 아직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해중터널의 적용성1

3.1 해중터널의 용도와 적용지역
해중터널은 해협 사이를 연락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용도를 생각할 수 있

다.

①연락 기능

②물자 및 에너지 수송

③자연보호구역, 습지 내의 도로

④연약지반상의 도로

⑤방수로의 방류 시설

⑥해저도시 연결 수단

⑦수중보도 등 다목적 이용 시설

해중터널은 우리나라의 목표-제주 연결 구간  뿐만 

아니라 한일해저터널, 한중해저터널 구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세계 각국에도 다수 존재한다.

일본에서 해중터널의 설치를 시도한 바 있는 훈카만,

쓰가루해협을 들 수 있으며, 북유럽 연락로인 스칸디나

비안 링크, 이탈리아 메시나, 시칠리아 해협,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베링해협, 스페

인과 모로코 사이의 지브랄타해협, 유럽과 아시아의  

보스포로스해협 등을 들 수 있다.

3.2 해중터널의 적용성 검토
해중터널의 적용성은 Fig. 4에 제시한 흐름에 따라 

각 단계별로 검토한다. 각 검토단계의 검토조건은 다

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본 내용은 일본의 (사)수중터널연구조사회에서 발간한 “수중터널”에 제시된 것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①자연조건 –해상, 기상, 지진 등의 영향

②설치조건 –필요 연장, 수심, 지질

③구조조건 –환기시설의 규모, 접근도로의 확보

④안전조건 –화재, 충격, 침수에 대한 안전성

⑤환경조건 –지형변화, 수질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⑥시공조건 –공사기간, 난이도

⑦경제조건 –공사비, 유지관리비

⑧파급효과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효과

3.3 해중터널의 우위성 평가
해중터널의 우위성 평가는 3.2절의 검토조건에 따라 

타 공법과 비교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적 조건 하에서 필요성에 따라 설치 지

역과 용도가 정해진다. 각 공법의 우위성을 비교할 경

우에는 설치조건 이후의 비교 검토를 통해 해중터널 공

법의 종합적인 우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

치조건인 연장, 수심, 지질 등 세 항목은 각 공법을 비교

하여 우위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므로 주도 면

밀한 조사와 이에 기초한 충분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각 검토 조건별로 우위성 검토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

항은 다음과 같다.

①자연조건

a. 해상 - 해상의 영향으로는 주로 조류와 파랑에 

의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각 공법 중 교량 하부공, 해

중터널 계류방식에 관한 영향을 해석한다. 특히 해중터

널 형식에서는 파랑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지역

에 따라 유빙의 영향도 고려한다.

b. 기상 - 기상과 관련해서는 교량공법의 경우 바

람, 빙설 등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으며 타 공법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

c. 지진 - 지진과 관련하여 교량은 충분한 내진설계

를 한다. 침매터널은 해저면의 구조물로 지진의 영향은 

지표면 가속도와 같은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

중터널, 실드터널에 대한 지진의 영향은 설치 심도가 

깊을수록 적다고 생각되므로 타 공법에 비해 그 영향이 

경감된다. 해중터널의 경우 그 영향은, 해저지반에서 

레그에 전달되는 연직진동과 해수의 압력파로 이루어

지므로 상세 검토를 필요로 한다.

②설치조건

a. 연장 - 교량에 의한 도해 기술로서, 아카시해협

대교가 경간 1.990m이며, 현재의 기술로는 다리 길이 

5km 정도가 기술적인 분기점으로 생각된다. 침매터널

의 경우는 연장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없다고 생각되

나 현재 연장 5km 이상의 실적은 드물다. 실드터널의 

경우는 굴삭기의 내구성 문제로 지중 접합을 고려해도 

20km 정도까지가 시공 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 지중

터널에 의한 도해 기술로는 세이칸 터널의 실적에서 볼 

때 50km 정도의 연장은 충분히 대응가능하다. 해중터

널의 경우는 침매터널과 마찬가지로 연장에 대한 제약

이 없다고 생각된다.

b. 수심 - 교량의 시공에 대해서는 하부공의 실적

으로서 수심 60m를 넘은 예가 있다. 침매터널은 함체가 

해저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수심의 제약을 받으며, 시공 

실적으로는 수심 20~30m 정도가 주를 이룬다. 해저 아

래의 지중 터널에서는 세이칸의 실적이 최대 수심 

140m, 실드터널의 경우는 60~80m 정도의 시공 실적이 

있으며 수심이 깊어질 경우는 충분한 토사 필요하다.

해중터널의 경우는 설치 수심의 조정이 가능하나 대수

심의 경우는 해저 앵커부의 시공에 무인화 기술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c. 지 질 - 교량 교각기초부의 지반 지지력으로서 

중 정도 이상의 지반이 필요하며 연약층이 두꺼울 경우

는 기초의 구축조건으로서 부적당하다. 침매터널의 경

우 국내의 시공 예로는 충적토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

다. 해저면의 설치이기 때문에 큰 지지력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지중 터널을 채용할 때에는 경질지반 혹은 

암반일 경우에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드터널은 현

재, 다양한 지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굴삭기의 기술개

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변화가 심한 지반에 는 적용하기 

어렵다. 해중터널은 레그를 접속하는 기초 설치지반으

로, N값＞30 정도의 사력층 또는 암반이 기초설치에 적

절하다.

③구조조건

a. 환기 - 터널 형식이며, 내연 기관교통에 공용할 

경우에는 환기 입갱, 환기용 공간e)이 필요하다.

b. 접근도로 - 터널 형식이며 설치 심도가 깊어질 

경우에는 장대한 접근 도로부가 필요하다. 철도에 공용

할 경우는 12/1000정도의 구배가 필요하며 해저 터널 

형식의 경우에는 타 형식에 비해 보다 긴 접근부가 필

요하다.

④안전조건

a. 화재 - 터널 형식의 경우는 화재에 대해 감지설

비, 소화설비, 피난 공간이 필요하다.

b. 충격 - 지중, 실드 터널의 해저터널 형식은 외적 

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 해중터널의 경우, 선박충

돌의 확률과 충격하중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내부 사고

로 인한 충격도 고려한다.

c. 침수 - 터널 형식의 경우는 지수성에 대해 검토

하는 한편 배수처리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침수 시 침수하중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환경조건

a. 지형변화 - 지형변화와 관련해서는 접근부의 시

공으로 지형 변화가 발생한다. 교량형식의 경우는 주로 

경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 수질변화 - 침매터널은 해저를 굴삭하고 도로 

메울 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책을 시행한

다. 교량 및 해중터널은 시공할 때와 완성 후 조류나 해

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c. 생 태 계 - 교량, 침매터널, 해중터널은 기초 시공

을 할 때에 해저 지형을 변화시키고 또, 완성 후에는 해

저, 해중 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⑥시공조건

a. 공기 - 교량의 경우, 약 10km의 해협을 건너는 

데 약 10년의 공기가 소요된다. 해저 터널의 경우, 세이

칸 터널은 전체 길이  50km, 해협 30km이며 공기는 약 

15년. 침매터널과 해중터널은 육상에서 제작된 함체 구

조물 설치의 시공이다. 10km 정도의 장거리 시공은 

10~15년의 공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량형식과 터

널형식으로 대별(大別)할 경우 공기 관점에서는 터널

형식 쪽이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b. 난이도 - 교량의 경우, 대수심(수심 80m 정도 이

상)에 큰 하중을 받는 교각을 구축하는 것은 해저지질

에도 좌우되나 난이도가 높은 시공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실드터널에서는 지질로 판단하며 지질이 고르지 않

을 경우에는 시공이 곤란하다. 비교적 좋은 조건의 지

질 하에서도 대단면 장거리 시공의 기술적 난이도는 높

다. 지중터널의 경우 세이칸 터널의 전례가 있으나 타 

공법과 비교하면 이미 아는 분야가 적다. 침매터널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시공 예가 20m 정도이며 대수심하

의 침설작업이 될 경우에는 신기술을 통한 대응이 필요

하다. 해중터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⑦경제조건

a. 공 사 비 - 실드터널에서는 도버 해협의 경우 해

협 36km (전장 50km) 에 공사비가 약 1조 엔이며 철도 

전용터널이다. 일본 세이칸터널의 경우는 공사비가 해

협 30km에 5000억 엔 정도이며, 설치부를 포함해 총 공

사비가 7000억 엔 정도가 되고 있다. 침매터널의 방식

에서 수심 10~15m 정도일 경우는 실드 방식보다 저렴

하다고 생각되나 대수심이 될 경우에는 작업도 어렵도 

공사비도 비교적 높아지기 때문에 실드 방식과 큰 차이

가 없는 공사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해중터널의 경

우는 레그 고정용 기초공사가 있으며 함체 자체는 침매

방식 구조와 동등한 것 이상이 필요하다.

b. 유 지 비 - 교량에 대해서는 현수교 케이블 등의 

점검, 도장관계의 보수, 설해 대책 등이 있다. 터널 방식

의 경우, 조명, 환기, 배수설비의 운전자금(running

cost)이 대부분을 점한다고 생각되므로 장대 터널일수

록 연장당 유지비가 커진다. 특히, 도로 터널의 경우는 

교량에 비해 1차선당 5배 이상의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해중터널의 경우는 내부점검보수, 설비 유지

비 외에 외부설비의 점검보수가 필요하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해중터널의 정

의와 장점, 그리고 적용성 및 우위성 평가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의 구상이 오

래전에 되었었고, 우리나라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

널이 최근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목포와 제주간을 연

결하는 해저터널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해중터널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의 지중터널, 침매터널, 그리고 장대

교량 등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최적의 솔류션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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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터널의 재해리스크 평가

Evaluation of Hazard Risk for Submerged Floating Tunnels

한상훈1, 한택희2, 박우선3

SangHun Han1, Taekhee Han2 and WooSun Park3

1. 서 론

해양에서 해수로 분리되어있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교량이나 해저터널이고 최근에 거가대교에 국내 

최초로 적용되어서 알려진 침매터널이 있다. 해중터널

은 이러한 구조형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수중을 관통

하는 터널이다. 이러한, 해중터널은 수심이 깊고 수로 

폭이 넓은 지형에 적합한 횡단방식으로 대륙간이나 육

지와 섬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해중터

널은 부력에 의해 물속에 부유하거나 지지보가 자중을 

부담하여 수중에 건설하는 연결 구조물이다. 해중터널

은 지하연결망과 바로 연결이 가능해 연결구간의 길이

가 타 터널 형식 대비 최소가 되어 낮은 경사구배 실현

이 가능하다. 또한, 교량에 비해 해상교통 방해가 작고 

해상기상에 따른 교통 상황 영향이 적다. 현장 시공 시 

필요공기와 필요공간 최소화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자연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을 최소할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Ostlid, 2010).

해중터널에 대한 개념이 제시된 것은 100년이상이지

만,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 노르웨이, 이탈

리아,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노르웨이

공공도로국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Hogsfjord에 해중

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길이 

1400 m, 수심 150 m인 피요르에 내부지름 9.5 m의 해중

터널을 수면 25 m 아래에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 하였다. 최근에는 Hogsfjord보다 수심이 

깊고 횡단길이가 긴 피요르에 대한 해중터널의 적용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Skorpa, 2010). 이탈리아는 해중터

널을 메시나 횡단 교통인프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길이 3000 m, 최대 수심 350 m의 구간을 

콘크리트 터널 튜브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

지만, 열악한 외부환경과 경제적인 문제로 중단되었다 

(Forum, 1996). 일본은 2000년대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여러 장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홋가이도에 길이 30 km, 최대수심 90 m의 

Funka(噴火)만을 가로지르는 해중터널에 대한 적용 사

례 연구를 실시하고, 23 m의 지름을 가진 텐션레그 형

태의 터널 튜브를 수심 30 m 아래에 건설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Kaikoku 섬 연결 부분, Oinaoshi 인공

섬 진입로 등에 해중터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Kanie, 2010).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04년 중국과학아카데미는 이탈리

아의 Ponte di Archimede S.p.a 사와 해중터널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그룹(Sino-Italian Joint Laboratory)을 만

들었다. 이후에 기술을 급격히 발전시켜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해중터널 프로토타입을 Qiandao 호수에 건설

하려고 하고 있다. 이 프로토파입은 길이 100 m이고 수

면에서 2 m 아래에 3.5 m 내부 지름을 가진 복합튜브를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Mazzolani et al, 2010).

현재까지 많은 해중터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실제 시공으로 이어지

지 못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가 해중터널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특히,

해중터널과 같은 신형식 구조물인 경우에는 사전에 재

해위험도에 대한 면밀한 항목 분석과 재해대응기술 확

보가 필요하다 (Xia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해중

터널의 건설과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요

소를 도출하고 퍼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이러한 위험요소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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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스크 항목

2.1 구조형식 리스크
해중터널의 대체 형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교량, 침매터널, 해저터널이 있다. 교량은 가장 대

표적인 횡단 방식으로 10 km 미만의 횡단거리와 

100 m 미만의 수심을 가진 지형에 적용되고 있

다. 침매터널은 최근 거가대교에 국내 최초 시공

되어 좀 더 익숙해진 연결 형식이다. 지반을 굴삭

하고, 함체를 제작/운반/침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 완성하는 공법이다. 연장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심은 50 m 미만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해저터널은 현재까지 장지간의 횡단에 가장 

널리 쓰이는 공법으로 최대 50 km 이상 지간, 수

심 200 m에도 시공실적이 있다. 이에 반해 해중

터널은 횡단거리와 수심에 제약이 없지만 아직 시

공실적이 없다. 따라서, 각 형식별로 리스크 가능

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수행하면 해중터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험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한 위험도 감소 

목표 수준을 정량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2 재해 리스크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위험은 기본계

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계획수립단계에서는 비

용산출 위험, 시장예측 위험, 재정확보 위험 등이 

있을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는 설계기준 위험, 구

조계산 위험, 재료선정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재해에 관련된 

위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재해에는 크게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비자연재해)

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에는 지진, 태풍, 쯔나

미, 유빙충돌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진 : 해중터널은 구조특성상 수평방향 지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구조물이지만,

연결부나 케이블의 거동에 따라 상당히 

위험한 과다변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또한, 지점이 긴 해중터

널의 경우에는 다점 지진 해석을 수행

해야하며 이에 따라 지점 간 상대변위

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 태풍 : 해중터널 본체는 수심 10 m이상에 위치

하므로 태풍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즉, 태풍에 의해 증대된 파

랑은 수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할 것이

므로 터널본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

다. 그러나, 태풍에 의해 육지쪽 연결부

분에서의 산사태나 환기탑 영역에서의 

하중증가는 위험요인으로 고려해야 한

다.

- 쯔나미 : 쯔나미로 인한 이상조위 및 수평류 하

중이 위험요인이다. 해일로 인해 과도

한 수평유속이 발생하면 천해영역에

서는 상당히 큰 하중이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이상조위로 수위변동이 발생

하게 되어 부력이 증감되면 텐션레그 

등에 과도한 하중이나 터널튜브의 과

다변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

- 유빙충돌 : 얼음이 충돌로 압괴(壓壞)되면 하중

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위험도 분석

이 필요하다.

인적재해로는 화재, 내부폭발, 선박 또는 잠수함 

충돌, 대규모 교통사고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 화재 : 장대 연결 터널에서의 화재는 재앙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요 재해 항

목이다. 화재 발생 시의 유독가스의 제

어 및 방출과 인원의 피난은 해중터널 

실용화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할 항목이

다. 화재의 진화 시에는 소화를 위한 

물의 확보뿐만 아니라 소화된 물의 배

수시스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소화

를 위해 사용된 물이 배수가 되지 않으

면 구조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내부폭발 : 내부폭발이 발생하면 폭압에 의해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이 일차로 발생하

고 2차적인 현상으로 진동에 의한 구조

전체의 동적거동 문제이다. 일정수준이

하의 폭압에서는 구조보유내력에 의해

서 누수 발생가능성이 적지만, 폭압이 

구조보유내력을 초과했을 시에도 터널

튜브의 구간 격벽 등의 설계를 통해 해

중터널 전체시스템의 수몰을 방지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 선박/잠수함 충돌 : 선박이나 잠수함의 충돌에

서는 충돌에너지를 산정하고 이를 해중



터널 구조시스템의 흡수가능한 변형에

너지와 비교하여 충돌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해중터널 전체시스템의 강성

이 큰 경우에는 충돌 시에 큰 하중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중터널의 구조 형식

에 따라 충돌안전성 검토의 경중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 대규모 교통사고 : 열차의 탈선이나 자동차의 

연쇄충돌로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도 터

널 구조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며, 인

명구조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에서 재해의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

다.

3. 해석결과

설문조사는 해중터널 연구에 참여하여 해중터널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10인의 연

구자들을 대상을 하였다. 설문은 크게 4가지 항

목에 대해서 이루어 졌다. 구조형식 리스크, 자연

재해리스크, 인적재해리스크, 자연재해와 인적공재

해리스크의 상호비교가 각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

목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하

평균하여 퍼지 AHP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형식 리스크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SFT가 

가장 위험도가 높게 인식되었고, 교량이 위험도가 

상대적을 가장 작게 평가되었다. 또한, 침매터널이 

해저터널보다 위험도가 조금 높게 측정되었다. 이

러한 결과에 대해 가중벡터를 구하면, 해중터널의 

위험도 수준은 침매터널의 1.4배, 해저터널의 1.7

배정도로 인식되었고, 교량에 비해서는 3.2배 정도 

위험도가 크게 인식되었다. 해중터널의 위험도 인

식수준이 타 구조형식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해중

터널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가 필요하다. 위험도 인식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석 모델의 정확성 증진, 실내외 검증 실험 수행,

설계기준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해중터널에서의 자연재해 위험도에 대한 설문결

과에서 쯔나미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크게 나타났

는데, 이것은 후쿠시마 지진에 의한 영향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쯔나미와 지진의 위험도 

인식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태풍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유빙충돌에 대한 위험도 

인식수준은 쯔나미나 지진의 1/2 수준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적재해에 대한 위험도 인식 조사결과에서 화

재나 폭발의 위험도 인식이 가장 크고, 교통사고

의 위험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화재나 폭발의 가중벡터의 거의 유사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수준은 화재 위험도의 

26%수준이다. 선박이나 잠수함 충돌에 대한 위험

도 수준은 화재 위험도의 60%수준으로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에 설계나 운용 시에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의 위험도 인

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상대비교 결과는 2.3정도 

수준으로 가중 벡터로 환산하면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가 각각 0.70, 0.30에 해당된다.

앞에서 쯔나미와 화재의 위험도수준이 각각 

0.33과 0.35로 비슷하게 조사되었지만,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의 상대 위험도수준의 차이에 의해 쯔나

미의 위험도 수준이 화재 수준보다 2.3배 높게 인

신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서 위험도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유빙충돌도 2.3

배의 계수를 고려하면, 그 위험도 수준이 화재나 

폭발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중터널의 건설과 운영 시에 발

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들

에 의한 설문과 퍼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이러한 위험요소의 수준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구조형식으로는 해중터널, 교량,

침매터널, 해저터널을 상호비교하였다. 자연재해로

는 지진, 태풍, 쯔나미, 유빙충돌을, 인적재해로는 

화재, 폭발, 선박 또는 잠수함 충돌, 교통사고를 

비교하였다.

해중터널은 타 형식 구조물에 비해서 위험도 수

준이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침매터

널에 비해서는 1.4배, 교량에 비해서는 3.2배 위험

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해중터널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타 구조형식 대

비 높은 위험도 인식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해석 정밀도의 향상과 설계기준 강화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중터널의 자연재해 위험도는 쓰나미와 지진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빙충돌은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태풍에 의한 위

험도도 설계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수준으로 파

악되었다. 또한, 인적재해 위험도는 화재와 폭발이 

큰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선박이나 잠수함에 의한 



충돌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

은 재해 위험도 수준이라고 해도 자연재해 위험도

가 인적재해 위험도보다 2.3배 큰 것으로 인식되

었다. 즉, 쯔나미와 화재의 위험도수준이 비슷하게 

조사되었지만,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의 상대 위험

도수준의 차이에 의해 쯔나미의 위험도 수준이 화

재 수준보다 2.3배 높게 인신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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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터널 개념설계를 위한 충돌시나리오별 충돌해석

Impact Analysis of Submerged Floating Tunnel for Conceptual Design

이윤1, 김동미2, 한상훈3

Yun Lee1, Dong Mi Kim,2 and Sang Hun Han3

1. 서 론

최근에 대륙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과 한-일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

히 진행됨에 따라, 해중터널 기술은 한중일 3국을 

잇는 도로와 철도 개발 시에 해저터널의 대안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중터널은 해중공간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터널의 일부가 투명하게 제작된다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교량의 경우

에는 수심이 매우 깊은 지역이나 선박 및 빙하 등

의 해양부유물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는 건설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이 있으나, 해중터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외에서는 1960-70년대부터 

해중터널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상당한 수준

의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현재 상용 수준

의 해중터널은 건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

서, 국내의 높은 건설기술 수준을 감안한다면 단기

간에 기술수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고, 기술도입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중터널에 

대한 기술분야는 향후 건설될 초대형 해양구조물 

건설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이 된

다면 타 분야의 확장효과가 매우 크므로 기술도입

보다는 국내 독자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하에 본 과제에서는 해중터

널에 작용하는 충돌하중 산정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충돌하중에 대한 구조물

들은 일부 구조물을 제외하고 상세한 설계가 이뤄

지지 않았기에 초과압력하중으로 고려한 과도설계

가 이뤄어 졌다. 실질적으로 충돌하중을 받는 구조

물의 거동 및 성능을 실험을 통해 얻어야 하나 실

험장소 및 계측 등의 실험적 제약과 정확성의 부족

으로 인하여, 충돌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분석과 

설계는 해석적 연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중터널의 충돌해석을 위해 상용 

구조해석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해중터널

에 대한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충돌하중은 기존의 정적해석 및 동적해석과 달리 

매우 짧은 시간(1∼100/s)에 아주 큰 압력하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응답은 충격영역에 속하게 된

다. 그러므로 기존의 해석적 기법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충돌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 및 설계를 위하여 콘크리트 비

선형 재료모델을 적용하여 몇 가지 해중터널 구조

체에 대한 충돌 시나리오별 정밀 충돌해석을 수행

하였다.

2. 해중터널 충돌해석

2.1 해석개요

 이 연구에서는 아래 Fig. 1과 같은 해중터널의 

제원을 기본으로 메쉬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격벽부

는 본 충돌해석에서 실제 충돌하중에 저항하는 효

과가 미미하고, 실제 건설될 해중터널의 격벽부는 

그 형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본 충돌 해석에서는 

Fig. 2와 같이 격벽부를 고려하지 않고, 터널부 외벽

만 고려하였으며, 실제 선박이나 잠수함과 같은 유

선형 충돌체를 고려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유선형 

충돌체를 모델링 하였다. 터널 외벽부는 피복두께 

10cm의 상단 및 하단 철근을 갖으며, 철근비는 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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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 충돌체와 터널부는 8절점 솔리드요소로 모

델링하였고, 철근은 2절점 트러스 요소를 사용하여 모

델링하였다. 해석에서는 LS-DYNA v.971을 사용하였고, 

콘크리트 재료모델은72(*MAT_CONCRETE_ DAMAGE)을 

사용하였다. 터널의 직경은 20m이며, 벽체두께는 1m, 

터널 길이는 100m로 고려하였다. 

<Fig. 1>  대상 해중터널 제원 및 사전 터널 모델링

<Fig. 2> 해중터널 충돌체, 터널부(콘크리트) 및 

철근 모델링

2.2 해석 결과 및 분석

Fig. 3, 4는 충돌체가 정면 충돌한 경우 터널부에 

나타나는 균열변형률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터널부가 정면 충돌로 인해 파괴된다면 가상의 파

괴부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정면 충돌시 

주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충돌시 

나타나는 응력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인 45MPa를 초

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해중터널 충돌 시나리오 A (정면 충돌)

<Fig. 4> 충돌 1.0초 후 

균열 변형률 분포

<Fig. 5> 충돌 1.0초 후 

주응력 분포

Fig. 6은 충돌 시나리오 A의 에너지 이력을 보이

는 그래프로 충돌이 진행됨에 따라 충돌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6> 충돌 시나리오 A의 에너지 이력

Fig. 7, 8은 충돌체가 측면 충돌한 경우 터널부에 

나타나는 균열변형률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터널부가 측면 충돌로 인해 파괴된다면 가상의 파

괴부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9는 측면 충돌시 

주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충돌시 나

타나는 응력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인 45MPa를 초과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충돌 시나리오 

B의 에너지 이력을 보이는 그래프로 충돌이 진행됨

에 따라 충돌체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해중터널 충돌 시나리오 B (1/4지점 충돌)



<Fig. 8> 충돌 1.0초 후 

균열 변형률 분포

<Fig. 9>  충돌 1.0초 후 

주응력 분포

<Fig. 10>  충돌 시나리오 B의 에너지 이력

Fig. 11, 12는 충돌체가 측면 충돌한 경우 터널부

에 나타나는 균열변형률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만

약 터널부가 측면 충돌로 인해 파괴된다면 가상의 

파괴부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3은 측면 충

돌시 주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충

돌시 나타나는 응력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인 45MPa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는 충돌 

시나리오 C의 에너지 이력을 보이는 그래프로 충돌

이 진행됨에 따라 충돌체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  해중터널 충돌 시나리오 C  (측면 충돌)

<Fig. 12>  충돌 1.0초 후 

균열 변형률 분포

<Fig. 13>  충돌 1.0초 후

 주응력 분포

<Fig. 14> 충돌 시나리오 C의 에너지 이력

Fig. 15, 16은 충돌체가 침몰로 인해 충돌한 경우 

터널부에 나타나는 균열변형률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만약 터널부가 침몰로 인해 파괴된다면 가상의 

파괴부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7은 침몰 충

돌시 주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충

돌시 나타나는 응력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인 45MPa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은 충돌 

시나리오 D의 에너지 이력을 보이는 그래프로 충돌

이 진행됨에 따라 충돌체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5>  해중터널 충돌 시나리오 D (선박 침몰)

<Fig. 16> 충돌 1.0초 후 

균열 변형률 분포

<Fig. 17> 충돌 1.0초 후 

주응력 분포

<Fig. 18>  충돌 시나리오 D의 에너지 이력



3. 결 론

Fig. 19는 충돌 시나리오별 운동에너지 이력을 보

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이나 잠수함

이 전진하면서 터널을 정면 또는 측면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충돌면적이 충돌체 전체 면적에 비해 작

으므로 층돌이 진행됨에 따라 작게 감소하지만, 선

박이나 잠수함의 침몰에 의한 경우는 충돌면적이 

매우 크므로 충돌이 진행됨에 따라 운동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20에서 Fig. 24는 충돌 시나리오별 x-방향력 

이력과 질량 전달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질량이 매우 큰 선박이나 잠수함이 전진하

면서 터널을 정면 또는 측면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x-방향력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침몰 

충돌의 D의 경우는 x-방향력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침몰의 경우에는 운항중 충돌속도인 

5m/s의 경우에 비해 느릴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그 

속도가 같다면 전체 질량이 매우 큰 충돌면적을 갖

으며 충돌이 진행되는 시나리오 D의 경우가 가장 

큰 하중과 질량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실제 해중터널의 충돌하중 산정에 있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고려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Fig. 21은 충돌 시나리오별 y-방향력 이력을 보이

고 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해중터널 외벽 중심부

의 중앙으로의 정면 충돌의 경우는 터널 단면 상부

로 작용하는 y-방향력은 거의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나, 중심으로 측면부에 충돌을 일으키는 B와 C

의 경우는 터널축의 횡방향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실제 해중터널

의 충돌하중 산정에 있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고려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Fig. 22는 충돌 시나리오별 z-방향력 이력을 보이

고 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해중터널의 단면 중심

을 통과하는 종방향력은 4 가지 충돌시나리오에 대

하여 다른 방향의 힘에 비하여 거의 0에 가까운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가지 충돌 시나

리오가 모두 터널축에 직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해중터널의 충돌하중 

산정에 있어 다른 종류의 충돌 시나리오 고려시에

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9>  충돌 시나리오별 

운동에너지 이력

<Fig. 20>  충돌 시나리오별 

X-방향력 이력

<Fig. 21> 충돌 시나리오별 

Y-방향력 이력 

<Fig. 22>  충돌 시나리오별 

Z-방향력 이력 

<Fig. 23>  충돌 

시나리오별 결합력 이력

<Fig. 24>  충돌 시나리오별 

전달 질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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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한-중 심해저 교통인프라

<Fig. 1>  한-일 심해저 교통인프라

강합성 해중 터널 본체의 휨강도 분석

Bending Strength Analysis of Steel-Concrete Composite Submerged

Floating Tunnels

한택희1, 한상훈2, 박우선3

Taek Hee Han1, Sang-Hun Han2, Woo-Sun Park3

1. 서론

최근에 대륙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한-중과 한-일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됨. 해중터널 기술은 한·중·일 3국을 잇는 도로와 철도 

개발 시에 한국의 이니셔티브 확보가 가능한 최첨단 토

목기술이라 할 수 있다. 기존 해저굴착터널과 달리 환

경부하를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

학기술이 필요하며 해중터널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구조물보다 매우 작은 교통인프라 건설 기법이다.

해중터널은 해중공간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터

널의 일부가 투명하게 제작된다면 세계적 수준의 친환

경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적 한계

를 극복한 신형식의 대륙과 도서간 연결방안 마련 필

요. 심해를 횡단하기 위한 기존 기술로는 제한적인 터

널 및 교량을 이용한 방안이 전부였으나, 교량의 경우

에는 수심이 매우 깊은 지역이나 선박 및 빙하 등의 해

양부유물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는 건설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해중터널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21세기에는 친환

경적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창조 및 인구증가 등에 따른 

가용공간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자연․도시환경악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가용공간 창출 기술 개발 사

업이 필요하며, 국내외 심해횡단 연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일 심해저 교

통인프라, 한-중 연결사업, 제주도 연육사업 등 해양횡

단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한반도를 중심으

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 스리랑카 대

륙연결사업, 베링해협횡단사업 등 수많은 심해횡단사

업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연결 사업에서 심해횡단을 

위한 경제적인 공법의 개발은 사업의 성공여부에 핵심

적인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해중터널은 녹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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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해중터널-메시나해협

<Fig. 4>  Tension Leg 형식 모델

장기반강화의 저탄소녹색교통물류실현과 신성장동력 

확충의 첨단교통기술개발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초의 해중터널에 대한 개념은 1886년 Edward

James Reeed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였으며, 영불해협을 

해중터널로 연결 제안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해중터

널 기원을 Archimedes의 아이디어로 보고 

Archimede's Bridge로 부르며, 1969년  메시나 해협

(폭:3100m,수심:250m)에 해중터널 건설 검토한 바 있

다. Ponte di Archimede S.p.A(PdA)에서 관련 엔지니

어링 사항 제안하였으며, Italian Naval Register

(RINA)에서 타당성 검토하였고, 최근에는 Naples

Federico II 대학, Politecnico di Milano대학 등에서 해

중터널의 동적거동과 경제성 분석 연구 진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피요르드지형 특성으로 해중터널 적합

하여, 1923년 처음 해중터널 특허를 출원하고, 1960년

대에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다. 1980년대 Hogsfjord

(폭:1400m, 수심:155m)에 해중터널 타당성 조사로 연

구 급진전하였으며, 1990년대 NTNU 중심으로 조류,

선박충돌, 지진하중 등에 대한 해중터널 동적거동 연구

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도 국내외 엔지니어 

통해 검토하였다. 노르웨이 교통국(NPRA)은 마침내 

해중터널 시험시공 계획 추진.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로 중단되었다. 최근 수심이 깊은 fjord에 대한 해중터

널 적용성평가의 일환으로 Sognefjord(폭:3700m, 수

심:1250m)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였으며, 구조형식으로 

폰툰형, 텐션 레그형, 복합형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 위

해 침몰선박충돌, 선박앵커충돌, 자동차사고시의 화재,

터널접합부 파손 등을 검토하였다.

<Fig. 5>  Kvaerner 제안 개념도

<Fig. 6>  Eeg-Henriksen 제안 개념도

일본에서는 1990년대 홋카이도 대학 중심으로 사단

법인 ‘수중터널연구조사회’발족하여  활발한 연구를 하

였고, 조사회는 2004년 비영리 기관인 ‘Floatec’으로 이

양되었고, 2009년도에 ‘Floatec’도 해산하였다. 해중터

널은 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지형에 적합한 구조물로 

제시하였으며, 조사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

사가 Funka Bay(폭:30km, 수심:120m)이다. 타당성 검

토에 사용된 파 조건은 유의파고 9.3 m, 최대파고 18.6

m, 주기 13.0초 였으며, 터널은 지름이 23 m로 설계되

어 자동차와 철도가 상하부에서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텐션레그의 설계시에 Slack현상 방지와 적정 

BWR (buoyancy to weight ratio) 도입이 필수적이며,

Slack 현상 방지 위해 그림의 Type D 형상으로 텐션 레

그 배치하였다. 주요 설계 키워드로서, 작용하중과 단

면력분포로는  조류, 지진, 수압 등을, 고유주기로는 외



<Fig. 7> Slack 현상 방지 텐션 레그 배치

concrete

internal steel tube

outer steel tube

<Fig. 8>  DSCT 구조

<Fig. 11> 함체 내에서의 z방향 휨모멘트

<Fig. 10>  해중터널 좌표계

<Fig. 9>  해중터널 단면 제원

력주기와 고유주기를, Slack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 

BWR 설계를, 레그배치는 변위제어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제시된 해중터널의 함체는 철근콘크리트 구

조로 제안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Fig. 9와 같은 이

중강관합성 콘크리트(Double Skinned Composite

Tubular: DSCT) 구조의 함체를 제안하고, 이의 휨강도

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석 모델의 제원과 작용 하중은 

일본의 ‘수중터널연구조사회’에서 제시된 단면의 제원

을 참조하였으며, 해석은 Han et al. (2010)의 비선형 재

료 모델과 한택희 등(2011)의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수

행되었다.

2. 해석 모델

2.1 해중터널 제원
일본의 ‘수중터널연구조사회’에서 설계 예로 제시

된 해중터널은 Fig. 9와 같이 외경 2.1m, 내경 2.1m

(계류부)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며, Fig. 10과 같

은 전체좌표계를 갖는다.

2.2 작용하중
설계예제의 해중터널은 지간 100m, 70경간 연속 구

조체이며, 총연장 7,000m 이다. 설계 시에는 자중 및 부

력, 145년 빈도의 파랑하중 및 지진하중, 950년 빈도의 

파랑하중과 지진하중이 고려되었으며, 각 하중에 대해 

Fig. 11과 같이 종국한계상태 레벨2인 경우에, 강결되어 

있는 해중터널의 시점부와 종점부에서 가장큰 모멘트

가 발생하며, 파랑 하중에 대해 가장 큰 모멘크가 발생

하였다. 설계 모멘트는 145년 빈도의 파랑하중에 대해 

213,565tonf-m, 950년 빈도 파랑하중에 대해 

310,701tonf-m이다. y방향인 종방향 축력은 지진하중 

발생시에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 때의 설계 축력

은 145년 빈도에 대해 297tonf, 950년 빈도에 대해 

464tonf이다. 여기서 적용된 각 하중 값은 일본설계기

준에 따른 것이다.



Case H95 H90

Outer diameter (mm) 24,000 24,000

Inner diameter (mm) 22,800 21,600

Thickness of outer steel (mm) 24.50 24.50

Thickness of outer steel (mm) 45.38 42.99

Table 1 설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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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축력-모멘트 상관도

<Fig. 13> 모멘트-곡률 선도

3. DSCT 함체 설계 및 해석

3.1 함체설계
산출된 축력과 모멘트에 대해 기존의 설계 제원을 

기반으로 DSCT 함체를 설계하였다. 두가지 설계 안

을 제안하였으며, 설계 안은 Table 1과 같다. 적용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300kgf/㎠(29.43MPa), 강재의 

항복강도 및 극한강도는 각각 2,548.42kgf/㎠

(250MPa)과 4,000kgf/㎠(392.40MPa)이다.

3.2 함체 해석
도출된 설계안에 대해 Fig. 12와 Fig. 13과 같이 축력

-모멘트 상관도와 모멘트-곡률 선도를 작성하였다.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H90에 대해서는 최대모멘

트강도와 축력이 각각  1,348,389tonf-m(11,835MN-m)

와 409,800tonf3,723MN)로 나타나 최대설계하중에 

대해 안전하였다. 또한 H95의 경우에도, 최대모멘트

강도와 축력이 각각  889,510tonf-m(8,726MN-m)와 

278,295tonf2,730MN)로 나타나 최대설계하중에 대

해 안전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해중

터널 함체를 대체하고자 DSCT 구조를 적용하여 

DSCT 함체의 휨강성을 검토하였으며, 해석 결과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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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bmerged floating tunnel.

해중터널의 파랑응답에 대한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on the Wave Response of Submerged Floating Tunnel

김선신1, 장윤경2, 전인식3

Sunsin Kim1, Yunkyoung Chang2 and Insik Chun3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국경의 의미가 줄어듦과 

동시에 인적․물적 교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대륙 간 

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역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외적으로는 한중 

해중터널 및 한일 해중터널, 국내적으로는 호남-제주 

해중터널 등 해중터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중터널은 강이나 하천 또는 해협을 횡단하기 위한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로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력에 의해 물속에 부유하거나 지지보가 자중을 부담

하여 수중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해중터널은 

다른 연육시설 (교량, 침매터널, 해저터널)과 비교하여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구간의 길이가 타 구조

물에 비하여 비교적 짧으며 구조물이 수중에 있어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파 이론에 기반을 둔 경계요소법 (BEM)

과 비선형 파랑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CADMAS-SURF 프로

그램을 비쇄파 및 쇄파조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 후 

이들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crossing structures.

2. 수치해석 검증

전 등 (2011)은 해중터널의 동적거동 및 파력계산을 

위하여 선형파 이론에 기반을 둔 경계요소법 (BEM)을 

수립하였으며 무한수심조건에 대한 Ogilvie (1963)의 

해석적 해와 유한수심조건에 대한  Chakrabarti (1987)

의 특이점 분포법 적용결과와 비교, 검증한 바 있다.

CADMAS-SURF는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

식을 기본방정식으로 하고 VO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유수면을 추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형 파

랑조건 뿐만 아니라 비선형 파랑조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CADMAS-SURF의 

구조물 주변 파압 계산에 대한 적용성을 학인하기 위하여 

먼저 비쇄파 조건에 대하여 BEM과 CADMAS-SURF를 각

각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2.1 계산조건 설정
수치해석의 계산조건 설정 및 계산영역을 Table 1과 

Fig. 3에 제시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주기는 BEM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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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0s~20s의 범위에서 0.1s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CADMAS-SURF의 경우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10.0s~20.0s에서 2.0s 간격으로 계산을 수행하였

다. CADMAS-SURF의 적용조건으로서 조파방법은 외

해경계에서 흐름함수로 수면 및 유속을 연속적으로 제

공하는 외부조파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육지 쪽 경계는 

파 반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방사경계조건으로 설정하

였다. 계산 시 시간간격은 계산과정 중 프로그램이 자

동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기능을 사용하되 시간간격의 

하한치를 0.005s로 두어 해석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

는 것을 방지하였다. 압력 시그널에서 수치잡음을 제거

하기 위하여 유속-압력 반복루프는 2회로 적용하였으

며 총 해석시간은 수조길이와 군속도를 고려하여 500s

로 설정하였다.

구분 제원

수심 (m) 50

주기 (s)
10, 12, 14, 16,

18, 20

파고 (m) 5

구조물 반경 (m) 7.5

구조물 중심 수심(m) 37.5

계산시간(s) 500

<Table 1>  Input conditions

<Fig. 3>  Calculation domain.

2.2 계산결과
해중터널의 원주에 발생하는 최대파압의 크기를 

CADMAS-SURF와 BEM을 각각 이용하여 계산한 후  

대표적으로 주기 10s, 14s, 및 20s에 대하여 Fig. 4~Fig. 6

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파압은 무차원화 하여 해중터널

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시하였다. 두 

계산결과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으나 주기

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차이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천수효과에 따른 파랑의 비선형성에 기인된 것

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는  CADMAS-SURF의 격자가 

사각형으로 되어있으며 파압이 구조물 표면에 인접한 

격자의 중앙에서 계산되는 점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Wave pressure (period=10s). 

<Fig. 5>  Wave pressure (period=14s). 

<Fig. 6>  Wave pressure (period=20s).

3. 쇄파조건에 대한 파압특성

3.1 계산조건 설정
구조물 상부에서 쇄파가 발생하는 조건을 설정한 후 

CADMAS-SURF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계산조건 설

정은 일본의 수중터널 (水中トンネル, 1995) 보고서의 

Funka만 파랑 및 단면 제원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상 쇄파조건을 재현하기 위하여 해중터널의 상부

수심을 Table 1의 30.0m에서 10.0m로 수정하여 계산에 

반영하였다. 계산조건 및 계산영역은  Table 2와 Fig. 7

에 제시하였으며 CADMAS-SURF의 세부적인 적용조

건은 상기 수치해석 검증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



구분 제원

수심 (m) 100

주기 (s) 13

파고 (m) 9.3

구조물 반경 (m) 11.5

구조물 중심 수심(m) 21.5

계산시간(s) 500

<Table 2>  Input conditions

<Fig. 7>  Calculation domain.

3.2 계산결과
CADMAS-SURF의 적용결과, Fig. 8∼Fig. 9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구조물 상부에서 쇄파가 발생하였다.

수면변위 시계열과 파압 시계열을 각각 Fig. 10과 Fig.

11에 제시하였으며 구조물의 주변 파압변화를 Fig. 12

에 비교 도시하였다. BEM과 CADMAS-SURF의 결과

를 보면 해중터널의 하부는 비교적 수심이 깊어 쇄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파압이 비교적 잘 일치하지만 

수면과 인접하여 쇄파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부의 경우  

다소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최대파압의 크기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Fig. 8>  Wave profile (t=130.0s).

 

<Fig. 9>  Wave profile  (t=133.0s).

<Fig. 10>  Time series of wave profile.

<Fig. 11>  Time series of wave pressure.

<Fig. 12>  Wave pressure variation along the circumference.



구분 파압 (kPa)

BEM 50.4

CADMAS-SURF 44.6

<Table 3>  Maximal wave pressures
 (breaking wave condi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중터널의 작용파압을 구하기 위하

여 선형파 이론에 기반을 둔 경계요소법  (BEM)과 비선

형 파랑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CADMAS-SURF를 각각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중터널의 설치수심

이 충분히 깊어 쇄파의 영향이 해중터널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선형파 이론에 기반을 둔 경

계요소법이 유효하나  쇄파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선

형 이론에 기초한 CADMAS- SURF를 이용하는 것이 

계산결과의 정확도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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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지진경보 통합소 트웨어 시스템 개발  우선 용

Development and Prior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Earthquake Alert 

Software System for Ports

선창국1, 정병선2, 임인섭3, 이재성4

 Chang-Guk Sun1, Byung-Sun Jeong2, In-Seub Lim3, and Jae-Sung Lee4

1. 서  론

국가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최근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요인의 유발 피해 최소화를 한 다각

 기술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한

국지질자원연구원, 2008). 특히, 항만과 같은 국가 주요 

기간시설물들은 지진으로 인한 직 인 피해뿐만 아

니라 복구 지연이나 생  이차 피해가 야기될 경우 

국가 산업에 큰 장애를 일으켜 사회 경제  손실이 막

해 질 수 있으므로 지진에 해 철 한 책 방안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Erdik et al., 2008). 이러한 이유로 

지난 세기 후반부터 세기 반에 걸쳐 국내에서도 일

부 주요 시설물들을 상으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극  책으로서의 지진경보 응 시스템들을 

개발 구축하여 재 안정화 단계로서 지속 운 되고 있

다(선창국 등, 2010). 한, 국가간 규모 교역 거 인 

항만 시설의 경우, 해외에서는 항만 시설물들을 상으

로 자연재해 비 방안들을 철 히 수립하여 용해 오

고 있으며(Na  et al., 2008),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

한 방안들을 도입 용하고 있다(선창국 등, 2011).

이 연구에서는 국가 사회  요성이 지 한 항만 시

설에 한 종합  지진 책 수립의 일환으로, 지진경

보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주요 항만들에 

해 우선 용하 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에 따른 신

속 응 토  마련 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 가속도 계측 

자료의 확보를 통해 항만 내진설계 근거 자료의 축  

기반을 조성코자 하 다. 특히, 우선 용 상 개별 항

만들의 시스템과는 구분되고 이들을 종합한 차별 인 

항만 지진경보 통합 시스템을 개발 구 하여, 향후 항

만 확   외부 자료 공유 기반을 정립하고자 하 다.

2. 항만 지진경보 통합 시스템 구성

항만 시설에 한 국가 차원의 지진 응 방안 수립 

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시범 용이 진행되고 

있다(Sun et al., 2012). 각 항만별 개별 지진경보 시스템

의 합리  개발 구 과 이들의 앙 통합  주요 국가 

기 이나 외부 지진 측 기 들과의 유동  자료 연동

을 통한 종합  응 소 트웨어 시스템으로의 구 을 

도모해야 한다. 즉, 항만별 지진경보 시스템은 체계화

된 통합  국가  네트워크 연계 기반의 지진 응 시

스템의 기본  요소 임으로 고려하여 설계 개발되

어야 한다(선창국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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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러므로 시설물이나 부지에서의 실제 지진 하

의 크기를 상시 확인하기 한 가속도 계측에 한 

방안이 확립되어야만 지진 응을 한 경보 시스템의 

개발이 체계 이고 유기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Eskiji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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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hitecture of Comprehensive Earthquake 
Alarm Response System for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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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이들을 종

합하고 외부 기 과의 자료 공유 연계를 수행하는 앙 

체계인 포  지진 응 시스템의 체 구성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체 구성을 한 근본 요소로서

의 지진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을 주요 용 

상 5 개 항만(인천, 부산, 목포, 울산, 동해)에 우선 용

하 다. 한, 개별 항만 정보를 종합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 구 하 으며, 향후 종합  방안으로서의 응 시

스템으로 발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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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고려하고 최근 개

발 운용되고 있는 국내 시설물 지진 응 시스템들(선

창국 등, 2009)을 분석하여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

스템을 개발하여 구축 상 항만들의 고유 특성에 따

라 일부 기능  개선을 통해 차별 으로 용하 다.

3. 개별 항만 지진경보 시스템 개발 적용

개발하고자 하는 지진경보 시스템은 용 상 항만

에 설치된 지진계측 하드웨어로부터 가속도 자료를 실

시간으로 수신하여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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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되는 지반운동 특성 자료를 

사용하므로 체 자료에서 이들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

추출된 지반특성 자료  특히 최 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를 이용한다(선창국 등, 

2011). 이 과정에서 미리 설정된 값보다 큰 값이 수신되

면 이를 이벤트로 간주하게 된다. 이벤트가 감지되면 

즉각 으로 경보를 하여 담당자가 인지하도록 하고 

한 응에 필요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벤트 감지시각 후 일정시간 의 자료를 추출해 별

도로 보 하고, 이벤트 상황을 악할 수 있는 보고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된다. 사용자가 항만 시설  

주변의 지반 운동을 실시간으로 쉽게 악할 있도록 직

인 GUI를 구 하고, 모든 사용자 소 트웨어 로

그램은 최소한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 실무 사용자 편의 

도모 형식의 로그램으로 구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

 자료 흐름 설계를 토 로 기능  완성도가 높은 개

별 항만 상의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가 의 요성  지리

 분포를 고려하여 국내 5 개 항만(인천, 부산, 목포, 울

산, 동해)을 우선 상으로 선정하 다. 시설물 역에 

한 지진경보 시스템의 의사 근거 자료가 되는 가속도

의 계측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각 상 항만 역 내 

표 토사 는 구조물 부지와 기  암반 부지의 2 곳을 

상으로 결정하고 개별 항만별로 가속도 계측 하드웨

어를 설치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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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A Full Screen of Main Functions under Normal 
Conditions at a Port, Ulsan

<Fig. 3>  A Full Screen of Main Functions during an Event 
at a Port,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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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상 항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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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 계측 자료는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까

지 시설 역 내부 네트워크 통신 는 가상사설네트워

크(virtual private network, VPN)를 통해 연결된다. 개

발 구축한 이 지진경보 시스템은 지진 이벤트 발생 시 

각 모듈별로 상시와는 구분될 수 있는 차별  가시화 

진행  자료 장이 이루어진다. 즉, 지진 상황에 한 

주요 자료 장은 계측 되는 최  가속도(본 연구에서

는 최 지반가속도인 PGA)가 정해진 임계 수  이상

으로 정의되는 이벤트에 해서 발생 시 의 후 충분

한 시간 의 이력 자료로 장되어 재가공  검토 과

정에 이용될 수 있다. Fig. 2는 우선 용 상 5 개 항만 

 한 곳인 울산항에 한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 

화면으로서, 표 인 가시화 기능으로서의 자료 수신 

모듈의 GU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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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여 사용자에 한 효율  가시성을 확보하 다. 

시 으로 제시된 Fig.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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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용한 개별 항만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

의 정상  성능 확인을 하여 임계 수  이상의 PGA 

값이 계측된 조건의 이벤트 상황에서의 자료 수신 모듈 

표출을 시 으로 Fig.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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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만 지진경보 통합 시스템 구현

항만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들은 지리 으로 여러 

치에 산재하게 되므로, 종합 인 정보 확인  리를 

한 앙 통합 기능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우선 용 

상인 5 곳의 항만들 역시 지리 으로는 인천, 부산, 

목포, 울산  동해에 치하여 자구  운 과 리가 

진행되지만, 지진경보 응 측면의 경우 사안의 요성

이나 신속 조치 필요성에 따라 보다 문가 인 앙 

리 매체와 시스템이 필요하다(선창국 등, 2010).

이러한  요구를 반 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 

개별 항만 내에서의 지진경보 응 뿐만 아니라 3 곳 항

만의 가속도 계측 자료를 통합하기 한 소 트웨어 시

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네트워크 기반 연계를 통해 경

기도 지역에 치한 연구기  주 부서에 구축하 다. 

개발한 항만 지진경보 통합소 트웨어 시스템은 기본

으로 각 항만 시스템의 모듈 기능들을 포함하며, 5 곳 

항만에서의 총 10 개소 가속도 계측 자료를 포 하게 

된다.

표 으로 자료 수신 모듈의 GUI를 Fig. 4에 제시하

으며, 이벤트 미발생의 평상시 작동 상황을 보여주고 



<Fig. 4>  Main Functions of the Integrated Earthquake 
Alert System for Ports in Korea

있다. 이벤트 상황에서는 개별 항만 시스템에서와 같이 

각 계측 치별로 이벤트 발생 이후 재까지의 PGA 

최댓값을 우측 패 의 추가 표출 막 를 통해 함께 확

인할 수 있다. 앙 리 주체 수 의 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 운 은 이벤트 발생 시 개별 항만 상황의 신속 

측  이에 따른 효율  리 응을 가능  한다.

재 항만 통합 시스템에서는 5 곳 항만의 10 개소 가

속도 계측 자료를 확인하고 이벤트 상황에 한 자동 

처리 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요소 기능 

외에도 이 통합 시스템을 토  매체로 하여 국가 지진

가속도 자료의 연계 공유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실

제 국내 항만에서의 주요 지진 기록을 이용한 공학  

피해 측평가의 가속도 계측 자료를 제공하기 한 공

유 기반도 조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재까지 개발

한 항만 지진경보 통합 시스템은 추가  항만 용에 

따라 구성  확 와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주요 국가 시설물인 항만에 한 차별  지진 응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가속도 계측 기반의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주요 5 곳의 항만들

(인천, 부산, 목포, 울산, 동해)에 우선 용하 다. 각 

개별 항만별로 각각 표  암반과 토사 지반 조건으로 

악된 2 개소 가속도 계측 자료의 확인 리가 가능하

도록 당양한 기능  모듈들을 개발 구성하 다. 항만별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은 최 지반가속도를 모

니터링 지표로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한 자료 수

신, 자료 장, 상시  이벤트 자료 조회 등의 다양한 

기능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 항만 시스

템 뿐만 아니라 체계  리  향후 외 자료 연계 공

유를 하여 5 곳 항만 자료를 종합하는 앙 체계를 구

성하 으며, 이를 한 통합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 

구 하 다. 개발된 개별 항만  통합 지진경보 시스

템의 정량  의사 결정은 실시간 송 가속도 자료 기

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통합 시스템에는 향후 국가 

지진 가속도 자료 연계  국가 주요 기 간 자료 공유 

임이 개발 탑재되며, 국내 항만에 한 추가 용

을 통해 확  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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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항만에 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Seismic Monitoring System in Domestic Major Ports

한택희1, 박성 2, 장인성3, 한상훈4, 박우선5

Taek Hee Han1, Sung-Hyun Park2, In Sung Jang3, Sang-Hun Han4, Woo-Sun Park5

1. 서론

지진 험성 조사를 하여 고려되는 사항 에는 지

진발생, 단층 특성, 지진  에 지  효과, 지반증폭 

효과, 구조물의 취약성 등이 있다. 이  가장 우선 고려

되어야 할 사항  하나가 지진발생도(seismic rate)이

다. 진원주변 지진계에서 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지진

의 발생 치, 시간, 그리고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이 정

보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계

기지진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계기지진목록의 분석

을 통하여 지진발생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 본격 인 계기지진 측의 시작은 1978년 이후

이므로, 과거 약 30년간의 제한된 자료 사용이 가능하

다(경 등, 2009). 그러나 1978년 이후 계기지진 목록상

의 우리나라 지진발생도가 매우 낮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그 재래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의 계기지진자료 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장기 지

진성향을 충분히 반 할 수 없다. 이러한 단 을 보완

하기 하여 과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지진자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역사기록에 수록되어 있는 지진자

료에는 완성도, 지진발생시 인구분포 황에 따른 감진

보고 편 , 지진의 발생 치와 규모 추정에 많은 불확

실성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규모 5 이하의 소규모 지진의 경우 더욱 클 것이다. 우

리나라 역사지진 목록의 경우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비

교  잘 수록되어 있다(e.g. Chiu and Kim, 2004; Lee 

and Yang, 2006). 그러므로 비교  넓은 지역에 걸쳐 감

지되고 피해를 발생시킨 규모 5 이상의 지진자료를 사

용함으로써, 장기 역 지진 험성 평가의 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해 지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을 계측하

다.

2. 주요 무역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요 4개 무역항인 동해항, 울산항, 부산항, 목포항에

지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기존에 설치된 

인청항의 지진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지진 를 측

정하 다. 이를 통하여, 각 항만 지역의 지진 측자료

를 얻고자 하며, 구축을 해 장 답사  노이즈 테스

트, 기  통신공사를 통하여 지진응답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다. 장답사는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하는 항만을 방문하여 구조물 측소와 자유장 

측소의 구축 치를 선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의를 

진행하여 기, 통신  지진응답계측시스템 구축 여부

를 확인하 다.  노이즈 테스트는 지진응답 계측시스템 

구축 정지에 임시로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을 구축하

여 구축하고자 하는 곳의 노이즈 상태를 확인하는 노이

즈 테스트를 수행하 으며,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을 구

축하기  지진응답계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  

통신 공사를 수행하 다. 기  통신 공사가 완료 후,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을 구축하 다. 지진 모니터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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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지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치

<Fig. 2> 성능 테스트(지진계)

<Fig. 1> 성능 테스트(GPS)

<Fig. 3>  Broadband white noise calibration signal 
측정 결과

스템 구축 치는 Table 1에 정리하 다. 

2.1 지진응답 계측기 성능 테스트
4개항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의 성능 테스트를 

하여 4개항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를 아래 그림

과 같이 터 형 측소에 설치하 다. 지진응답 계측기

가 설치된 장소는 지반진동에 의한 잡음이 거의 없는 

장소로서 시스템 잡음 측정에 합한 장소이다.

지진응답 계측기의 성능시험으로 지진응답 계측기

의 지진기록계와 지진가속도계의 내부 잡음수 을 측

정하는 동 범 (Dynamic Range, dB)측정, 지진가속

도센서의 선형성(linearity) 측정을 한 경사시험

(Tilting Test), 지진가속도센서의 주 수 역폭

(bandwidth) 측정을 한 주 수 응답 측정, 지진기록

계와 연결된 GPS 시간 정확도 측정 등이 가능하다. 물

론 제작사에서 Calibration Sheet를 통해 장비의 성능을 

검사한 후 출시된 제품이지만 테스트를 수행하 다. 센

서의 동  범 는 상 센서의 최소잡음 수 을 측정한 

후 최  측정 가능한 값을 이 값으로 나 어 측정할 수 

있다. 기록계의 동  범 는 ADC의 bit수에 의해 계산

할 수 있다. 지진응답 계측기의 동  범 는 식 (1)을 이

용하여 계산하 다.

동적 범위 : dB = 20*log(최대 가능 측정값/측정 잡음 값)      (1)

부산항 구조물의 구축될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의 성

능 테스트 결과 동서성분 126.8dB, 남북성분 130.2dB, 

수직 성분 131.5dB로 계산되었다. 센서의 Tilting Test 

결과는 표와 같으며 오차 범 는 5%안에 있는 값으로 

정상 이다. 센서의 주 수 응답 테스트 결과는 그림과 

같으며 0~100Hz 사이에서 -3dB 이내로 측정되었다. 기

록계의 시각 정확도 측정 결과 0.0025 의 오차를 보

으며 이는 GPS 동기화 시각 오차 범  내에 있는 값이

다. 다른 치에 설치된 지진계도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Fig. 4>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결과

성분 NS EW UD 이론값
(수평)

이론값
(수직)degree + err - err + err - err + err

0 0.034 0.023 0.021

30 5.01 0.200 4.99 0.200 5.01 0.200 5 0.000 1.33 0.746 5 1.34

45 7.063 0.113 7.08 0.127 7.03 0.580 7.08 0.127 2.91 0.649 7.071 2.929

60 8.65 0.115 8.68 0.231 8.7 0.462 8.64 0.231 5.03 0.600 8.66 5

90 10.02 0.200 9.98 0.200 10.02 0.200 10 0.000 10.04 0.400 10 10

<Table 2> T5Q14의 Tilting Test 결과(1g 10V)

<Fig. 5> 부산항 구조물 데이터

(6월 2일 9시 42분~9시 59분)

<Fig. 6> 성분별 응답 스펙트라

2.2 노이즈 테스트
부산항 구조물 측소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 에

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변경되어 부산지방해양항

만청 지하에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하 다. 부산지방해

양항만청 구축 장소는 본  지하 창고이지만 노이즈 테

스트는 별  지하에서 실시하 다. 아래 그림은 부산지

방해양항만청 노이즈 테스트 자료이며 수직 성분이 

1.3gal, 남북 성분이 0.3gal, 동서 성분이 0.3gal로 측정

되었으며 수평성분의 노이즈보다 수직성분의 노이즈

가 큰 것을 의미한다.

울산항의 구조물 노이즈 테스트는 울산지방해양항

만청 지하에서 실시하 다. 아래 그림은 울산지방해양

항만청 노이즈 테스트 자료이며 수직 성분이 017gal, 남

북 성분이 0.09gal, 동서 성분이 0.09gal로 측정되었으

며 수평성분의 노이즈보다 수직성분의 노이즈가 큰 것

을 의미한다.

동해항의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설치 

정 지 에 임시 으로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

하여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하 다. 동해항 국제여객터

미 과 구미동 기반암의 노이즈 테스트를 하여 2010

년 6월 15일 센서 설치 후부터 6월 17일까지 약 3일 동

안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임시로 운 하 다. 일반

으로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할 경우 센서를 지반과 고정

시키지 않으나 이번 테스트에서는 센서에 앙카 볼트를 

설치하여 지반과 고정하 다. 지진데이터는 굴납사의 

포맷인 gcf 일로 30분 동안의 자료가 한 일로 장

되며 약 3일간 장된 일을 가지고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하 다. 3일간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30

분간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하

다. 노이즈 테스트는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기 

 기본 인 노이즈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노이즈 

테스트 결과, 수직 성분이 3.9gal, 남북 성분이 0.31gal, 

동서 성분이 0.5gal로 측정되었으며 수평성분의 노이즈

보다 수직성분의 노이즈가 큰 것을 의미한다. 

<Fig. 7> 울산항 구조물 데이터

(5월 31일 16시 01분 ~ 16시 27분)

No. 진원시 규모 위도 경도
1

2011-08-14  GMT 
21:10

3.2 38.47 N 125.63 E

2
2011-06-17  GMT 

7:38
4.1 37.91 N 124.5 E

3
2011-04-24  GMT 

7:37
3.1 37.85 N 125.01 E

4
2011-04-10  GMT 

21:11
3.1 37.72 N 129.07 E

5
2011-03-28  GMT 

4:50
3.2 35.97 N 129.95 E

6
2011-02-27  GMT 

9:50
3.7 33.63 N 125.94 E

<Table 3> 지진데이터 - 진도 3.0 이상 (2010. 11. 1 ~ 재)

3. 지진응답 데이터 분석

기구축된 인천항 자유장(갑문)  구조물(여객터미 )

의 지진응답 데이터를 2010. 11. 1부터 재까지의 기상청 

데이터와 비교․분석 하 다. 기상청 자료로부터 진도 2.0 

이상의 지진은 43건, 진도 2.5 이상의 지진은 27건, 진도 

3.0 이상의 지진은 6건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체 기상청 지진발생 데이터 ,진도 3.0 이상만을 표 Table 

2에서와 같이 정리하여 인천항의 지진응답 데이터와 비

교․분석 하 다. 이때 진진발생 시간은 GMT로 통일 

하 다. 비교․분석 결과 인천항 데이터 (진도 3.0 이상

의 지진이 발생한 시 )는 평소 보다 높은 가속도 값을 

갖는 것으로 계측 되었다. 이를 볼 때 인천항에 구축된 

지진응답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계측되고 수집된 데이

터가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내 주요 4개항에 하여 지진응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구축된 시스템에서 

측된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 다. 구축 시스템의 테스트 

결과, 양호하게 작동하 으며, 측된 데이터도 신뢰할 

수 있는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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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기반 항만지역 지진계측 리  피해 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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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도네시아(2004년, 규모 9.0), 아이티(2010년, 

규모 7.0), 일본(2011년, 규모 9.0)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그 규모가 크고 진앙지가 연안 해안에 치하고 있어 

발생 지진에 의한 건물의 붕괴, 지진 해일 등의 직․간

인 규모 피해가 발생하 다. 국내에서도 계기지

진 측을 시작한 이후에 해안 지역을 심으로 규모 

4.0 이상의 비교  강한 규모의 지진이 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상으로 지진 발생  상 

피해 규모를 사 에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컨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가스

장소 등의 일부 주요 시설물들의 경우, 가속도계 설

치를 통한 지진계측시스템을 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지진피해 측시스

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크 인이나 안벽과 같

은 특정 항만구조물의 지진취약도함수는 제시되어 있

지 않으며, 특히 항만과 같이 특정 지역의 지진 피해를 

지반과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연동하여 측하려는 연

구가 시도된 바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를 기반으로 지진 발생 시 국

내 주요 항만지역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수집된 

계측 정보와 지반  구조물 정보를 리하고 이를 연

계하여 발생 가능한 지진 피해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통합시스템은 모

니터링 서버를 심으로 상항만별 지진계측, 지반  

구조물 정보를 표 화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한다. 구축 DB를 기반으로 정보 입력 모듈을 통해 입력

된 정보는 지진피해평가 모듈  공간정보화 모듈로부

터 지진피해 측이 수행되며, 입력 는 평가결과 정보

는 정보 가시화  출력 모듈을 통해 공간정보와 연계

하여 가시화된다. 지진피해평가는 입력정보를 토 로 

사 에 수립된 지진하  결정 상 계를 통해서 지표

면 최 가속도를 결정하고 안벽, 크 인 등의 항만구조

물 지진취약도함수와 연계하여 지진피해를 측한다. 

본 통합시스템을 통해 상항만 지역에 지진발생 시 구

축 DB로부터 계측정보를 연동 받아 일련의 입력  분

석과정을 토 로 실시간으로 지진피해 측이 가능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천

항만 지역을 상으로 지진계측, 지반  구조물 정보

를 계측 리하고 가상 지진을 용하여 실시간으로 항

만구조물의 지진피해를 측함으로써 장 용성을 

검증하 다.

2. GIS 기반 항만지역 지진계측 관리 및 
피해예측 시스템

2.1 통합시스템의 구성
본 통합시스템은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상항

만 지역별 지반 자료, 지진 계측 결과, 항만구조물 자료 

 해석 결과 자료를 표 화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2) 자료 표 안에 따라 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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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통합시스템의 세부 모듈 구성  정보 연계

<Fig. 2> 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력하고 수정하기 한 정보 입력 모듈과 3) 입력 정보를 

이용해서 항만지역의 지진피해 측 평가를 수행하는  

모듈, 4) 지구통계학  기법(Kriging)을 이용하여 지  

형태의 입력  평가결과를 보간하여 체 상 역의 

공간정보를 얻도록 하는 공간 보간 모듈, 그리고 5) 수

집된 모든 정보를 디지털 수치  그래 ,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평면도, 단면도 등으로 가시화하여 나타내는 

정보 가시화  출력 모듈로 구분된다. 

정보 입력 모듈에서는 수집된 모든 원자료를 표 화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이 때 지진계측 정보의 

경우, 상항만별로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지진이

벤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한다.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토 로 항만지역 지진피

해평가 측이 수행된다.

지진피해 평가기법은 이미 개발되었거나(김한샘 등, 

2012), 개발 으로서,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지진발생 시 기 수립된 일련의 평가기법은 평가모

듈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된다. 평가기법 상 먼  입

력 지반조건  다양한 수 의 암반노두가속도 정보를 

토 로 수행된 선행 부지응답해석을 통해 실시간 지진

하  결정 방안을 수립하 다. 지진발생 시 지진계측기

로부터 암반노두가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게 되며, 

결정 방안으로부터 지표면 최 가속도를 평가하게 된

다. 이 게 결정된 지진하  정보와 사 에 수립된 주

요 항만구조물(안벽구조물, 항만크 인, 일반건축물)

별 지진취약도 함수를 연계하게 되며, 손상수 을 과

할 확률을 통해 상부 구조물의 특정 지진강도에 한 

손상등 을 결정할 수 있다. 한 항만지역 내 매립 지

반이나 안벽의 뒷채움재가 조 한 사질지반으로 구성

된 경우 지진발생 시 유발되는 액상화 피해를 측하고

자 액상화 가능 지수(LPI)를 기반으로 실시간 액상화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용하 다. 상기 지진취약도  

액상화 평가 결과 정보를 토 로 종합 인 항만구조물

의 지진피해등 을 결정할 수 있다.

시스템 내에서 입력  평가결과 정보는 공간보간 정

보화 모듈을 통해서 항만지역의 지반특성  공간  불

활실성을 고려한 공간분포 정보로 결정된다. 정보 가시

화  출력 모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자료를 

사용자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출력정보의 유형에 

따라 그래 , 평면도, 단면도 등으로 가시화하거나, 표

의 형태로 디지털 수치 정보를 제공한다.

 

2.2 데이터베이스
본 통합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는 크게 치정보

를 기반으로 지반 자료, 지진 계측 결과, 항만구조물 자

료 등의 장에서 제공되는 원자료로 구성된 1차 정보

와 본 시스템 내의 평가  공간보간 모듈을 통해서 원



(a) 통합시스템 메인 관리 프로그램

(b) 지반정보 입출력 모듈 (c) 항만구조물 정보 입출력 모듈 (d) 지진계측 정보 모니터링 모듈

(e) 지진피해예측 평가 모듈 (f)공간보간 모듈 (g) 3차원 가시화 모듈
<Fig. 3> 통합시스템의 세부 모듈(인천항만 지역 용 결과)

자료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2차 정보, 즉 가공자료로 구

분된다. 원자료는 상항만별로 수집된 자료를 표 화 

작업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한 2차 정보

의 경우 시스템 내에서 해석한 결과가 표 화되어 데이

터베이스에 장된다.

Fig 2는 개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개  구조이

며, 화살표는 각 테이블간의 상·하  계를 나타낸다. 

GIS를 기반으로 한 본 시스템에서는 모든 속성 정보를 

해당 공간  치와 함께 입력하는 것이 필수 이며, 

속성 정보들은 치정보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따라서 속성 정보와 연계되며 공간 디지털 정

보화의 필수 요소인 치 정보를 우선 으로 표 화하

고, 상 항만지역 정보를 최상  개체로 설계하 으

며, 1차 정보를 우선 으로 표 화하 다. 이후 2차 정

보인 지진피해 측 평가 결과  공간보간 결과 정보를 

치 정보와 연계하여 표 화하 다. 

 

2.3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통합시스템 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모든 정보를 입력  수정하고, 상기 정보를 지진피해 

평가  공간보간, 그리고 가시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치지도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범용성, 확장

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로그램은 Microsoft

사의 .NetFramework와 ESRI사의 ArcGIS Engine 

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하 다.

메인 로그램의 기 화면은 Fig 3의 (a)와 같으

며, 메뉴  바로 가기 아이콘, 입력정보 리스트창, 사

업 정보, 가시화 도구, 메인지도로 구성되었다. 한 



(a) 지진취약도 분석 (b) 액상화 평가
<Fig. 4> 인천항만 지역 지진피해 측 결과

메인지도를 기반으로 입력  평가결과 정보는 공간

정보와 연계하여 조회 는 분석이 가능하며, 그림 3

의 (b)~(g)의 세부모듈을 통해서 사용자가 즉각 으

로 상항만의 지지계측  피해 측 정보를 일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스템 로그램은 최종 으로 데이

터베이스에 장된 정보를 상 항만지역의 입출력 

모듈, 지진피해평가  공간보간 정보화가 수행되는 

모듈과 공간 으로 가시화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즉 

일련의 세부 모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 구 되

어, 독립 인 데이터서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

발 시스템의 이러한 일련의 기능들은 사용자의 간단

한 조작에 의해 일 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진계측 리  피해를 측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3. 현장 적용 결과

3.1 실시간 지진계측 관리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통합시스템을 인천항 연

안부두 지역에 시범 으로 용하 으며, 상지역의 

지반 자료, 기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측된 자료 

 항만구조물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 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상지역의 구축자료의 

속성정보를 치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상에 빠르게 

악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지진발생 시 실시간으로 계측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

었다.

3.2 실시간 지진피해예측
연안부두 지역에 구축된 12공의 지반조사 지 에 

해 가상의 지진을 용하여 지진피해를 평가하

다. 용된 지진하 은 동일본 지진 (M 9.0) 지진

이 인천항에서 130km 떨어진 해 에서 발생한 경우

를 가정하여 용하 다. 평가방안에 따라, 용된 암

반가속도를 지진하  결정 방안에 따라 지 별로 지

표면 최 가속도를 결정하 다. 이어서 상구조물

로써 항만크 인을 상으로 지진취약도 함수를 시

범 으로 수립하 으며, 강도지수로 지표면 최 가

속도를 사용하여 Fig 4의 (a)와 같이 시추조사 지 에 

크 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괴확률에 따른 손

상단계를 평가하 다. 한 액상화 평가 방안에 따라 

LPI를 계산하여 액상화 피해정도를 그림 Fig 4의 (b)

와 같이 평가하 다. 그 결과 상구조물의 지진취약

도 분석 결과와 구조물 하부지반의 액상화 평가 결과

를 종합하여 항만구조물의 지진피해평가 등 을 결

정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IS를 기반으로 지진 발생 시 국내 주

요 항만지역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수집된 계측 

정보와 지반  구조물 정보를 계측 리하고 이를 연계

하여 발생 가능한 지진 피해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개발 시스템을 인

천항 연안부두 지역에 시범 으로 용하여 지진계측 

 지진피해를 측함으로써 장 용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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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 지역의 LPI 기반 실시간 액상화 평가

Real-time LPI-based assessment of liquefaction potential 

on Pusan port

김한샘1, 김민기2, 장인성3, 정충기4

 Kim, Han-Saem1, Kim, Min-Gi2, Jang, In-Sung3 and Chung, Choong-Ki4

1. 서     론

한반도는 약진 지역에 해당되고 역사 문헌의 발생 

기록을 제외한 어떤 액상화 피해도 보고되지 않음에 따

라 오랫동안 액상화에 해서는 안 지 로 여겨져 왔

다. 하지만 항만지역의 경우 연약한 원지반 상에 설

매립된 지반조건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진발생 시 액

상화 발생으로 인해 안벽과 갠트리크 인 등 항만구조

물의 막 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

내에서는 항만지역을 상으로 액상화 평가의 요성

이 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만 지역을 상으로 실시간 액

상화 평가를 수행하 다. 액상화 평가 방안은 항만지역 

실시간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 상에 일련의 평가 과정이 

시스템화 된다. 평가 방안은 항만지역의 지반  지진

계측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련 정보를 실

시간으로 연계 받는다. 먼  액상화에 한 항력인 

단 항강도비(CRR)는 시추조사 지 별 SPT-N 값을 

이용하여 선행 으로 결정된다. 액상화를 일으키는 외

력인 단응력비(CSR)는 항만지역에 설치된 지진계측

기로부터 계측정보를 연계 받아 층상별 선행 지진하  

결정 상 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각 층별 액상화에 한 안 율은 CSR과 CRR의 비로써 

평가된다. 최종 으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Iwasaki 

et al. (1978)이 제안한 액상화 가능 지수(Liquefaction 

Potential Index, LPI)로써 결정된다. LPI는 액상화 발

생 층의  두께와 심도, 안 율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결정되며, 이를 통해 지 별로 LPI에 따른 액상화 

피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본 평가 방안의 용성 검

증 차원에서 부산항만 지역에 가상지진을 용하여 액

상화 평가를 수행하 으며, 평가 결과를 직시 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 상에 액상화 피해 정도를 가

시화하 다.

2. 실시간 액상화 평가 방안

2.1 액상화 발생 가능성 평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지반지진공학 분야에서 

한 문제이며, 몇 가지 평가기법들이 사질토의 액

상화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서 제안되었다. 

특히 SPT, CPT, BPT와 같은 장시험을 통해서 지

진발생 시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 층의 CRR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에서도 SPT-N값 토 의 경험

 기 을 기반으로 한 비교  간편한 액상화 강도

를 측정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식 (1)은 보정

된 (N1)60에 따른 진도(M) 7.5에 한 CRR7.5 결정식

이다(Youd et al., 2001).

( )
( )

( )
1 60

7.5 2
1 60 1 60

N1 50 1CRR
34 N 135 20010 N 45

= + + −
− ⎡ ⎤+⎣ ⎦     (1)

국내에서는 진도 6.5에 한 액상화 강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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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PI에 따른 액상화 피해 정도

LPI Iwasaki et al.(1982) Luna and Frost(1998) Chung et al.(2011) 본 연구
0 발생하지 않음 매우 낮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 발생하지 않음 매우 낮음
0<LPI≤5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매우 낮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 낮음
5<LPI≤15 - 보통 보통 높음

15<LPI≤100 심각함 심각함 심각함 매우 높음

하므로 CRR7.5를 보정계수(Magnitude Scaling 

Factor, MSF)를 사용하여 식 (2)를 통해 보정한다.

6.5 7.5CRR CRR MSF= ×                                (2) 

여기서,
2.24 2.56MSF 10 M 1.44= = 이다.

포화토의 액상화에 한 안 율은 CRR과 단응

력비인, CSR의 비로써 표 된다. 여기서 CSR은,

( )max v
d

v

aCSR 0.65 / MSF
g '

⎛ ⎞⎛ ⎞ σ= γ⎜ ⎟⎜ ⎟ σ⎝ ⎠⎝ ⎠        (3) 

식 (3)을 이용하여 결정되며, 은 액상화 평가 

깊이의 총 상재압, ′은 액상화 평가 깊이의 유효

상재압, 는 층별 최 가속도, 는 단응력 

감소계수이다. 는 식 (4a,b)와 같이 측정된다(Liao 

and Whitman, 1986). 

d 1.0 0.00765 z for z 9.15mγ = − × ≤   (4a) 
d 1.174 0.0267 z for 9.15m z 23mγ = − × ≤ ≤ (4b)

액상화 평가 상 층별 안 율(FS)은 식 (5)와 같

이 평가된다.

6.5
liquefaction

CRRFS
CSR

=                                   (5)

2.2 액상화 가능 지수(LPI)
Iwasaki et al.(1978)은 액상화가 발생하는 층의 

 두께  지표면으로부터의 심도와 1 미만인 

액상화에 한 안 율(FS)에 따라 액상화에 한 피

해정도가 결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지표면

으로부터 심도 20m까지의 액상화에 한 취약성을 

한 값으로 표 하 으며, 액상화 가능 지수

(LPI)를 식 (6)과 같이 제시하 다.

20

0
LPI F(z)W(z)dz= ∫                      (6)

F(z) 1 FS for FS 1.0= − <            (7a)
F(z) 0 for FS 1.0= ≥            (7b)
W(z) 10 0.5z for z 20m= − ≤    (8a)
W(z) 0 for z 20m= >    (8b)

여기서 z는 0~20m의 심도이며, dz는 심도 변화

량, F(z)는 식 (7a,b)와 같이 심도별 액상화 안 율

에 따른 가 치 함수, W(z)는 식 (7a,b)과 같이 액상

화 발생 깊이에 따른 가 치 함수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SPT-N값과 같이 심도에 따른 불연속  

측정값에 합한 식 (9)를 통해서 LPI를 결정한다

(Luna and Frost, 1998).

n

i i i
i 1

LPI F (z)W (z)H
=

=∑
                    (9)

한 LPI를 기 으로 실제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피해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Table 1과 같이 액상화 

피해정도가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피해정도 기 을 제안하 다.

2.3 LPI 기반 실시간 액상화 평가 방안
본 연구에서는 항만지역을 상으로 LPI 기반의 

실시간 액상화 평가 방안을 Fig 1과 같이 수립하

다. 액상화 평가 방안은 항만지역 실시간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 상에 일련의 평가 과정이 시스템화 된

다. 평가방안은 상 항만지역의 지반조사 자료  

지진계측기로부터 연계받은 계측자료를 토 로 구

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심으로 구성된다. 먼  액상

화 발생 지반조건은 (1) 20m 심도 이내, (2) 지하수

 아래, (3) SPT-N값이 20 이하인 경우가 이에 포

함된다. 발생 지진하  조건은 다양한 암반노두가속

도와 지진  자료를 입력조건으로 Pro-Shake를 통

한 선행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하여 Fig 2와 같이 수

립한 실시간 지진하  상 계식을 통해 결정한다. 

즉 지진하  결정 방안에서는 상 항만지역의 각 

지반조사 지 별로 식 (10)의 암반노두가속도와 층

별 최 가속도의 상 계식을 토 로 지진이벤트 

발생 시 지진계측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송된 암반

노두가속도를 달받아 층별 최 가속도가 결정되

며,  , 는 지 별 조건에 따른 상 계수이다. 

( )outcropa
maxa 1 e−β•= α −

                               (10)

CSR은 식 (3)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결정되며, 식 

(1)과 (2)로부터 CRR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서 층별 



<Fig. 1>  실시간 액상화 평가 방안

<Fig 2> 실시간 지진하  결정 방안

<Fig 3> 액상화 평가 상구역(부산항)

액상화에 한 안 율을 식 (5)로부터 평가하게 되

며, 최종 으로 지 별로 식(9)를 이용하여 LPI를 

결정하여, 액상화로 인한 피해정도를 단하게 된

다.

3. 부산항만 지역의 실시간 액상화 평가

3.1 평가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액상화 평가 방안을 

부산항만 지역에 시범 으로 용하 다. 상구역

은 Fig 3과 같이 부산항을 A(12공), B(8공) 구역으로 

분류하여 총 20개의 지반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용된 가상 지진이벤트로 2004년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M 5.2)이 부산 측

소에서 계측된 경우와 동일본 지진 (M 9.0) 지진

이 부산항에서 200km 떨어진 해 에서 발생한 경

우를 가정하여 평가하 다. 3.2 평가 결과
평가 조건에 따라 수행된 액상화 평가 결과, 

Table 2와 같이 가상 지진이벤트에 따라 액상화 발



<Table 2>  LPI에 따른 액상화 피해 정도

구역 No.
토층 액상화 발

생
울진 지진급 지진 (M 5.2) 동일본 대지진급 지진 (M 9.0)
FS

LPI
액상화 피해정

도
FS

LPI
액상화 피해정

도두께(m) 층두께(m) F AS WS F AS WS

A

1 25.7 15.6 8.2 5.8 - 0.0 매우 높음 1.2 2.0 - 0.5 낮음
2 28 26.2 12.2 2.8 - 0.0 매우 높음 2.5 3.3 - 0.3 낮음
3 15 12.5 5.6 7.7 - 0.0 매우 높음 3.0 1.8 - 0.1 낮음
4 14 11.1 7.6 6.7 7.7 0.0 매우 높음 3.3 2.2 3.1 0.0 매우 낮음
5 11.2 8.6 1.9 6.4 - 0.0 매우 높음 0.9 2.8 - 2.6 낮음
6 13.4 12.6 - 4.0 8.9 0.0 매우 높음 - 1.9 3.0 0.0 매우 낮음
7 13.8 4.2 - - 21.5 0.0 매우 높음 - - 3.0 0.0 매우 낮음
8 14 12.0 1.2 8.4 - 0.0 매우 높음 0.5 3.1 - 1.8 낮음
9 20 16.7 2.0 10.0 - 0.0 매우 높음 0.9 3.9 - 0.2 낮음

10 22 19.4 2.5 8.9 - 0.0 매우 높음 1.4 3.6 - 0.0 매우 낮음
11 18 15.2 2.0 8.0 - 0.0 매우 높음 1.1 3.3 - 0.0 매우 낮음
12 28 24.9 5.8 16.6 - 0.0 매우 높음 2.7 6.8 - 0.0 매우 낮음

B

13 31.7 19.5 2.7 17.7 - 0.0 매우 높음 1.6 8.0 - 0.0 매우 낮음
14 41 38.3 1.5 27.1 - 0.0 매우 높음 0.6 14.0 - 8.4 높음
15 31.5 31.5 1.1 15.9 - 0.0 매우 높음 0.6 7.0 - 9.7 높음
16 30 18.3 1.8 6.7 - 0.0 매우 높음 0.9 3.0 - 3.9 낮음
17 27 15.2 1.7 10.4 - 0.0 매우 높음 0.9 4.7 - 1.6 낮음
18 27 25.5 1.4 11.2 - 0.0 매우 높음 0.7 4.8 - 8.7 높음
19 26 14.4 2.1 12.1 - 0.0 매우 높음 1.0 4.9 - 0.0 낮음
20 27 15.8 18.2 15.4 - 0.0 매우 높음 10.5 7.3 - 0.0 매우 낮음

(F : 매립토층, AS : 퇴적토층, WS: 풍화토)

생 층두께와 층별 액상화에 한 안 율, LPI  액

상화 피해 정도를 결정하 다. 울진 지진  지진의 

경우 입력 암반노두가속도는 지진계측기로부터 

0.072g가 측되어 용되었으며, 평가 결과 모든 

지 에서 ‘매우 높음’으로 결정되어, 용 지진에 

해 액상화에 안 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동일

본 지진  지진의 경우 거리감쇠식에 의해 입력 

암반노두가속도는 0.20g가 용되었으며, 평가결과 

부분 ‘매우 낮음’, ‘낮음’으로 결정되었으나, B구역

의 세 지 에서 액상화 피해에 해 ‘높음’으로 평

가되었다.  세 지 은 상 으로 액상화 발생 층

두께가 두껍고, 액상화에 취약한 모래 는 실트질 

모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용 지진에 해 액상

화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본 평가방안에 

따라 상항만 지역에 지진이벤트 발생 시 지진계

측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결정된 액상화 피

해정도를 상구역의 수치지도상에 등 화되어 심

볼(Symbol)의 형태로 가시화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만 지역을 상으로 실시간 액

상화 평가를 수행하 다. 액상화 평가 방안은 항만지역 

실시간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 상에 일련의 평가 과정이 

데이터베이스를 심으로 시스템화 된다. 층별 액상화

에 한 안 율은 CSR과 CRR의 비로써 평가된다. 최

종 으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LPI로써 결정되며, 이

를 통해 지 별로 LPI에 따른 액상화 피해 정도를 추정

할 수 있다. 본 평가 방안의 용성 검증 차원에서 부산

항만의 두 구역에 가상지진을 용하여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 으며, 평가 결과를 직시 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수치지도 상에 액상화 피해 정도의 가시화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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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식 안벽구조물의 지진취약도

Fragility Assessment of Steel Pile Type Pier

김동 1, 이기남2, 김소연2, 이상근3,  박우선4

 Dong Hyawn Kim1, Gee Nam Lee2, So Yeun Kim2, Sang Geum Lee3 and Woo Sun Park4

1. 서     론

  항만 주변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주요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항만물류시스템의 마

비로 인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최

근 일본 등에서 빈번하고 있는 지진발생의 빈도와 강

도 증가는 국내 항만시설에도 지진에 비한 시설물

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시 항만구조물의 신속한 피해 측을 

한 취약도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번 연구

에서는 잔교식 안벽의 변 기반  응력기반 취약도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진피해 측시스템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항만 지진에 의한 동 해

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손상 종류에 따른 

취약도를 평가하 다. 잔교식 안벽의 지진 취약도 

련 연구로는 김동  등(2007)이 험도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지반에 의한 지진 증

폭효과는 고려하 으나 정  지진해석 결과를 이용

하 다. 한, 김동  등(2011), 이상근 등(2011)의 논

문에서는 정  지진해석에 의한 신뢰성해석을 수행

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잔교구조물과 지반을 모두 

고려하여 동  지진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로

부터 취약도평가를 수행하 다. 취약도 평가는 손상

수 에 따라 기능수행수 과 붕괴방지수 을 고려하

고 변 와 응력기반 손상을 구분하 다. 

2. 지진취약도

2.1 지진취약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은 설계  시공의 정

도에 따라 손상이 발생할 수도 는 그 지 않을 수

도 있다. 특정 구조물에 하여 어떤 지진이 발생했

을 때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설명하는 것이 

지진취약도이다(Shinozuka et al, 2000). 사용자 입장

에서는 구조물에 발생 가능한 손상은 다양하게 정의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손상단계 가운데 k번째 손상

에 하여 취약도 곡선을 다음과 같은 수정규분포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F k(a)=Φ






ln( ack )

ζ
k





 (1)

여기서, Φ는 표 정규분포의 확률분포함수

이며 와 는 각각 간값과 수표 편차이다. 

총 회 발생한 지진에 하여 손상을 입은 구조물과 

손상을 입지 않은 구조물을 상으로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 ∏
n

i=1
[F k (a i )]

x i[1-F k (a i )]
1- x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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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i는 구조물의 손상여부에 따라 손상이 없

으면 0 손상이 있으면 1을 입력하여 각각 무손상과 

손상의 확률을 시킴으로써 최우도함수를 산정

할 수 있다. 수함수는 단조증가함수이므로 우도를 

최 화하는 상태는 로그를 취해 동일한 치에서 최

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로그를 취한다.

lnL= ∑
n

i=1
[x ilnF k(a i )+(1-x i) ln (1-F k(a i ))] (3)

  간값과 수표 편차는 lnL을 최 화하는 

최 화문제를 풀어서 구할 수 있으며 이 치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 lnL
∂c k

=
∂lnL
∂ζ k

=0, (k=1,2,⋯,nk) (4)

우도함수에 해 식 (4)를 용하면 상으로 하는 

총 회의 지진에 한 손상  비손상 정보를 이용하여 

간값과 수표 편차를 구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식 (1)의 취약도 곡선식을 구할 수 있다.

3. 수치해석

3.1 잔교식안벽 구조물

  취약도 평가를 한 잔교 구조물은 Fig. 1과 같다. 

강 일이 직항과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 은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상용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지반을 입체요소로 

강 일을 보요소로 각각 모델링하 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의 후면부와 배면 지반은 요

소를 사용하여 지진시 충돌과 이격 상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반무한 지반을 고려하기 하여 

측면에 무한요소를 도입하 다. 해수와 한 요소에

는 지진 시 유체와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수심에 따라 서로 다른 부가질량을 부여하 다.

 

<Fig. 1> FE model for analysis

<Fig. 2> Contact elements between deck and ground

3.2 지진응답

  지진가속도는 기반암에 입력하여 지진해석을 수

행하 다. Fig. 3은 Hachinohe지진(1968)을 입력지진

으로 사용했을 때의 잔교 상단의 횡방향 변 를 보여 

주고 있다. 지반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한 경우와 선형

물성으로 가정한 경우를 비교하 다. 비선형 지반의 

경우가 선형 지반의 응답보다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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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placement response by Hachinohe 
earthquake(1968)

입력지진으로 Ofunato 지진(1978)과 인공지진을 사

용하여 그 최 가속도를 0.1g부터 1.0g까지 변화시키면

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Fig. 4와 같다. 지반의 

물성에 존재하는 비선형성과 잔교와 배면지반과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다소의 불규칙성은 존재하나 지

진가속도가 커짐에 따라 잔교의 변 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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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ximum displacements under earthquake

3.3 지진취약도

잔교식 안벽이 지진에 한 취약도를 평가하기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정량  정의가 필요하다. 

구조물의 손상에는 국부 응력 과에 의한 괴가 있

을 수 있고 기능 으로는 과도한 변 에 의해 더 이상 

잔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항만  어항 설계기

(2005)에서 제시한 지진시 수평 변  한계기 을 이용

하여 Table 1과 같이 손상을 정의하 다. 

<Table 1> Damage criteria 

구    분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최대변위 10cm 30cm

구조물에 발생하는 최 응력을 이용하여 손상을 

정의할 경우는 설계기 에 제시된 조합응력비를 이

용할 수 있다. 지진취약도를 산정하기 해서는 구조

물의 한계상태를 정의해야 한다. 말뚝에 발생하는 압

축  모멘트에 의한 응력의 조합을 식 (5)와 같이 구

한 값을 조합응력비()로 정의하고 이 값이 1.0을 

과할 때를 기능수행수 의 한계를 과한 손상으

로 볼 수 있다. 붕괴방지 수 에서는 말뚝의 연성 거

동을 고려하기 해서는 선형해석에서 구한 모멘트

를 응답수정계수로 나 어서 연성 괴에 의한 한계 

응력 과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S r=
f c
f ca

+ 
f by

(1-
f c
f ey )⋅f ba

+ 
f bz

(1-
f c
f ez )⋅f ba

 (5)

여기서, fc는 축방향 압축력, f b(y,z)는 휨응력, fca

는 체좌굴  국부좌굴을 고려한 허용 축방향응력, 

fba는 허용 휨압축응력, fe(y,z)는 허용오일러(Euler) 

좌굴응력을 나타낸다. 해석결과 조합응력비( Sr)의 

붕괴방지수 에 한 취약도 곡선은 Fig, 3과 같다. 

  변 기반 취약도 해석을 해 Fig. 4의 최 변

를 이용하여 취약도 곡선을 산정하 다. 최우도함수

가 최 가 되는 앙값과 수표 편차를 Table 2와 

같이 구하 다. 한, 취약도 곡선은 Fig. 5와 같다. 

잔교 상 의 최 변 가 10cm를 과하는 기능수행

수 의 취약도는 최 지진가속도 0.1g부터 상승하

기 시작하여 0.289g에서 0.5에 달하 다. 그러나, 붕

괴방지수 의 취약도는 0.8g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

해야만 0.5를 과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국내발생

하는 지진의 크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안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측하지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취약

성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만큼 지진 비에 

소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istribution parameters for fragilities(g)

damage level functioning in-between collapse

median 0.289 0.791 1.042

log std 0.387 0.680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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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agility curves for displacement 

4. 결  론

  잔교식 안벽의 지진취약도해석을 수행하 다. 지

진해석에서는 지반과 강 일 사이의 상호작용거동

을 모사하기 하여 3차원 비선형 요소를 이용하여 지

반을 모델링 하 으며 잔교와 배후지반과의 거동을 

고려하 다. 지진가속도는 기반암에 입력하 으며 잔교 

상단의 최 변 를 이용하여 취약도를 분석하 다. 



  취약도 해석 결과 기능수행수 (최 변  10 cm)에

서는 지진가속도가 0.1g~0.3g 범 에서도 상당한 취약

성을 가지고 있으나 붕괴방지수 (최 변  30cm)에

서는 0.5g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야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구한 잔교식 안벽의 지진취약도는 향

후 항만의 지진피해 신속 측을 한 기본 자료로 활

용될 정이며 이를 해 더 다양한 잔교식 안벽의 취

약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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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한체 모형 FVCOM을 이용한 황해 조석 재

Tidal  modeling of the Yellow Sea using 3D Finite-volume coastal ocean 

model (F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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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반도와 동 국 사이에 치한 황해는 넓게 발달한 

륙붕으로 인해  조석이 지배 인 물리  동인으로 알

려져 있다. 특히 황해의 남동부 해역은  다른 지역에 비

하여 간만의 차이가 크고, 조류도 강하여, 해양물리 

상의 부분이 조석과 련되어 있다 (박, 1995). 한 

한반도의 서남 해안은 많은 섬과 리아스식 해안선으로 

그 지형  복잡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천문 조석에 의한 심해 조석 는 천해역으로 되

면서 해안선의 지형  특성과 바닥 마찰의 향에 따라 

비선형  변형이 일어난다. 따라서 천해역의 조석 모델

링은 해안선  지형의 해상도에 따라 그 정확성이 좌

우될 수 있다. 따라서 황해 남동부에 치한 한반도 남

서쪽 해안의 조석 모의를 해서는 보다 고해상도 지형 

격자를 동반한 정확한 수치 모델링이 필요하다.

황해는 일 이 주요한 조석 흐름 발달 역으로 알려

져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조석 모델링이 이루어져왔다 

(Choi, 1980; Tang, 1988). 특히 해양 신재생 에 지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조석 간만에 차가 크고 조류에

지 큰 한반도 서해안의 조석  조류 발 소 건설 후

보지 선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조석 

모델링에 한 요성이 더욱 증가하 다. 본 연구에서

는 특히 조류발 소 후보지로 거론되는 한반도 서남해

안에 한 고해상도의 비정형 격자 기반 모델링을 수행

하고자 한다.

과거의 황해 조석 모델링 연구들이 정형 격자 기반의 

해상도 모델링이었다면 재에 와서는 비정형 격자

와 병렬 계산을 이용한 고해상도 모델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변 등, 2009). 이러한 비정형 격자 기반 황해 조석 

모의 병렬 계산은 유한요소모형 기반의 ADCIRC를 이

용한  2차원 수심 평균 모델링이 부분이며 순압모의

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경압 순환 모의로 모형을 구체

화하기 해서는 3차원 모델 구축이 필수 이다. 본 연

구에서는 재 국제 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3

차원 비정형 격자 기반 유한체 모형인 FVCOM을 이

용하여 서남해안 고해상 격자를 포함한 황해  동 국

해 조석 모형을 수립하 다.

2. 모형의 개요

2.1 FVCOM

FVCOM 은 Finite Volume Coastal Ocean 

circulation Model의 약자로 비정형 격자를 사용하는 

자유 표면 해양 순환 모형으로서 Massachusetts 학

과 Woods Hole 해양 연구원에서 개발하 다 (Chen 

등, 1993). 정수압 가정과 Boussinesq 가정에 기반한 비

선형 흐름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며, POM, EFDC  

등 국내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해양 순환 모델과 

같이 경압 흐름과 순압 흐름을 분리해서 3차원 흐름구

조를 계산하는 mode splitting 기법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황해 비정형 격자 모델링에 자주 사용되어온 

(서 와 이, 2007; 변 등, 2009) ADCIRC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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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node

2 x Xeon E5603 1.6 GHz

6 Gb RAM

8 Tb redundant storage

2 x 1 Gb Ethernet NIC

1 x 40 Gb InfiniBand 

CentOS 5.4

Computation  

node

2 x Xeon E5603 2.4 GHz

48 Gb RAM

500 Gb local storage

2 x 1 Gb Ethernet NIC

1 x 40 Gb InfiniBand 

CentOS 5.4

Network   

equipment

2 x 1 Gb Ethernet switches

18-port InfiniBand switch

FVCOM은 FDM의 질량 보존성을 유지하면서 FEM의 

비정형 격자 활용이 가능한  FVM기법을 사용한다. 

FVCOM은 수직 난류 모형으로는 Mellor-Yamada 모

델을 사용하며 수평 난류 확산 계수는 Smagorinsky방

식을 이용한여 산정한다. 

FVCOM을 이용한 병렬 계산은  주로 리 스 클러스

터에서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라이 러리와 

METIS 도메인 분할에 의해 구 된다. 본 연구에 사용

된 클러스터는 서울 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산유체

동역학 연구실에 2011년 설치된 CFD 병렬계산 용 클

러스터 (Fig. 1) 이며 체 사양은 Table 1과 같다.

<Fig. 1>  Cluster for parallel computing in SNU

<Table 1>  Specifications of installed machine

2.2 격자체계
서남 해안의고해상도 조석 모의를 하여 목포 인근 

서남해안에 모의 역을 제한할 경우, 개방 경계조건으

로서 천문분조 이외에 조석 의 륙붕 내 과정에

서 생성되는 천해분조까지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고해상도의 근역 모델링을 해

서는 동 국해의 륙붕 경계 부근까지 모의 역을 확

장한 역 모델로부터 둥지 격자(nested grid)로 이루

어진 근역 경계상의 조  조건을 얻어내어 다시 근역 

모델링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체 역에서 

동일 격자 간격을 유지하여야하는 정형 격자를 이용할 

경우, 황해  동 국해  역에서 서남해안 근역의 

고해상 격자를 용할 경우 계산 비용 면에서 매우 비

효율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둥지화된 근역 격자체계

를 이용하더라도 근 한 경계의 반사  등이 내부 조석 

모의 결과에 향을  수도 있어 근역 모델링은 여

히 문제  가지고 있다.

비정형 격자를 사용할 경우 계산 역 내 불균일한 

격자 해상도 구 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정형 격자에

서 재기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

서는 비정형 격자를 이용하여 동 국해 륙붕 경계부

까지 개방 경계를 확장하고 서남 해안 인근에 고해상도

의 격자를 집 시켜 격자체계를 수립하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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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nstructured horizontal grid: (a) Whole domain; 
(b) WS-region of high resolution

모델 역은 만해 , 류큐열도 부근 200 m 등심선

의  륙붕 끝단과 한해 의  3개의 개방경계로 둘러

싸여 있다. 주요 모델링 역인 서남해안에는 0.2 ~ 1 

km의 격자간격을 배치하여 체 격자수의 40 %를 집

시켰으며. 경기만 부근 1 ~ 5 km, 동 국 해안 3 ~ 5 



Incheon

Mokpo

Gunsan

Amplitude (cm) Phase (°)

Overall 21.75 18.32

WS 10.81 21.35

km, 그리고 해양 심에는 10 ~ 30 km의 격자 간격을 

배치하 다. 이로서 체 요소수와 수는 30,432과 

55,765으로 비교  은 수의 으로 체 격자를 효

과 으로 구성하여 비정형 격자의 장 을 최 화하

다. 한 그림 1(b)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모형에서 사용

된 비정형 격자는 삼각형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서남해

안의 복잡한 해안선을 유연하게 재 할 수 있어 모형의 

재 성을 높 다.

2.3 모의 조건
본 연구에서는 황해  동 국해에서 가장 지배 인 

천문 분조인  M2 분조를 재 하고자 한다. 주어진 3개

의 개방경계에 등조시도에 근거한 Greenwich 기  M2

분조의 조화상수를 조석 경계조건으로 정의하 으며 

(김, 2001), 1분 간격의 지형자료인 ‘Skkutopo1min' 

(Choi, 1999)를 통하여 수심을 재 하 다. 3차원 모델

링 조건 수립을 하여 수직 방향으로 5개의 층을 등간

격으로 나 었으며, 계산 시간간격은 수평격자 최소 요

소간격을 기 으로 20 로 설정되었다. 최   4시간의 

ramp up을 거쳐서 총 열흘간 략 20주기 조석 산정이 

이루어졌다. 바닥 마찰계수는 체 역에 하여 상수

로 가정하고 서남해안 계산결과를 심으로 조정되었

다.

모델링 결과 검증을 하여 한국해양연구소(1996) 

자료  80년  이후 단기 조 측으로부터 얻은 75개 

지  (Fig. 3) 의 조화상수 자료를 검증자료로 사용하

으며,  이  28개 측 지 이 서남해안과 그 주변 지역

에 서 선정되었다.

<Fig. 3> Observation points of compared tidal harmonic constant
 

3. 모의 결과

3.1 해저마찰계수
황해  동 국해와 같은 천해역에서 해  마찰력은 

지형  요인과 함께 조석 흐름에 지배 인 향을 미친

다. FVCOM은 해 마찰력을 다음과 같은 2차  slip 경

계조건으로 구 된다.

   
   (1)

Choi (1980)는 황해  역에 0.0025의 해 마찰계

수(Cd)를 제안한 바 있으며, Tang(1988)은 같은 역에

서 0.0015의 계수를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마찰계수 

크기에 한 수치 실험을 수행한 결과 마찰계수가 

0.0015 로 정의된 경우 경기만 일부 역의 큰 조  지

폭을 계산하는데 유리하 으나, 서남해안을 비롯한 

체 역의 조석 모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반면 0.0025로 

정의했을 경우 경기만 조 측 지 의 모의 결과는 다

소 부정확한 반면 서남해안 근역  체 모의 정확성

이 히 개선되었다. 따라서  0.0025의 마찰계수로 모

의된 조석 결과를 제시한다.

3.2 계산결과 분석
총 75개 조  측 지 의 조화상수와 본 모형의 계

산 결과에 의해 얻어진 조화상수를 진폭과 상에 하

여 각각 비교하 다 (Fig. 4). 체 측지 과 서남해안 

측지 에서의 조화상수 평균 오차는 Table 2와 같이 

제시되었다.

Fig. 4(a)에서 보여주듯이 계산 결과의 진폭은 고해상

도 역인 서남해안(WS)에서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 다. 그러나 낮은 진폭을 가지는 남해 일부 역과 

인천 부근의 경기만 일 에서는 비교  큰 오차를 보

다. 특히 수치해석 결과는 경기만 부근 측지 들에서 

보이는 6 m에 이르는 큰 조석 간만의 차이를 구 하지 

못했다. 이는 0.0025로 정의된 바닥 마찰계수가 인천과 

경기만 일 의 조석  진폭을 지나치게 감쇠하는 것으

로 보이며, Tang(1988)이 제안한 0.0015의 바닥마찰계

수를 참고한다면 경기만 일 에 0.0025보다 낮은 마찰

계수로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4(b)의 상 비교 결과에서는  서남해안 역에

서 비교  정 한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

산결과가 측 상을 과소산정하여 평균 상 오차는 

체 역의 평균값보다 오히려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

난다 (Table 2).  따라서, 본 모형의 개방 경계조건에서 

주어진 조화 상수를 최신 지구 조석모델인 NAO.99나 

FES2004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토 로 개방경계조건의 

정확성을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  Computation error



(a)

(b)

<Fig.  4>  Comparison between the observation and the 
computation results: (a) amplitude; (b) phase

4. 결론

본 모델에 의한 산정 결과 고해상도 비정형 격자 

역인 서남해안에서는 비교  측치에 근사하는 모의 

결과를 보 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정확성이 떨어졌

다. 따라서 비정형 격자를 통해 심 역에 고해상도 

격자를 배치함으로써, 실제 모델링 하고자 하는 소 역

에 하여 계산 효율성을 높은 역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된 클러스터 계산 용량의 반인 48

개의 로세서를 이용하여 50,000개 이상의 격자를 20

 간격으로 열흘간 모의하는데 27분 가량의 계산 시간

이 소요되었다. 한 3차원 모델링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보다 복잡한 해양 환경을 반 하는 경압순환모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설비와 FVCOM 이

용하여 보다 고해상도의 형 격자체계 모델링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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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안지역의 재해 험성을 단하기 한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해안침수 상도는 자연재해 책법 

 자연재해 책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에 의거하여 제작․보 되고 있다. 해안침

수 상도는 2006년 연안 리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

으로 국토해양부((구)해양수산부)에서 마산, 목포, 군산 

지역을 시작으로 2008년 까지 총 9개소(마산, 목포, 군

산, 부산, 여수, 통 , 제주, 울산, 부산)에 한 해안침수

상도가 시범 으로 제작되었으며, 2009년 국토해양

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사업이 이 되어 작성지침(안)

과 연차별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부산 해운 , 여수 

가막만 지역에 한 해안침수 상도를 시범 제작하

다.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우

리나라 주요 연안도시 141개소(지형도 축척 1:25,000 도

엽 기 )에 한 해안침수 상도 제작과 더불어 그 결

과를 활용한 Database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국립해양조사원, 2009). 2009년 

부산 해운 와 여수 가막만 지역 등 2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울산(정자), 제주(한림) 등 15개소 지역에 한 

제작을 완료하 으며, 2011년 상지역 조정에 따른 연

차별 계획 수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4년 까지 1년 연

장하고 2011년 30개소, 2012년 30개소, 2013년 38개소, 

2014년 26개소에 한 해안침수 상도를 제작․보

할 계획이다.

2011년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업은 연안

침수 험지역에 한 해일고, 침수범 , 침수깊이 등

을 알려주는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을 통해 침수

상지역 보강사업, 재해정보지도 제작 등의 기 자료 

제공  연안재해 방 실무 활동에 활용함을 목 으로 

목포시 외 13개 지자체 30개소 지역을 상으로 해안침

수 상도를 제작․보 하며, 더불어 시나리오별 모의 

결과를 토 로 GIS 기반의 Database를 구축하고, 3차

원 가시화  연안재해 취약성평가 시스템 구축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2011년 해안

침수 상도 사업의 주요 추진 황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2. 2011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보급

2.1 과업개요
2011년 해안침수 상도 제작 상지역은 목포시 외 

13개 지차체, 총 30개소 지역(Table. 1, 생략)으로 상

으로 빈도별(50년, 100년, 150년, 200년, 최 범람역 등 

5종) 해안침수 상도 제작과 과거 침수흔 과 시나리

오별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GIS 기반 DB 구축  측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해안침수 상도는 2009년 해안침수 상도 작성지침

(안)의 내용과 차에 따라 상지역 기 자료조사 수

집  분석, 해일 측을 한 수치모형 구축  검증, 미

래 측 가상 시나리오 구축  용, 시나리오 용모

의를 통한 시나리오별 해일고  침수범  선정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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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과업 추진 차

하고 최종 으로 해안침수 상도  GIS 기반 DB를 구

축하는 순으로 수행되었다(Fig. 1).

2.2 주요 입력자료 수집 및 분석
상지역 지자체 방문을 통해 해안침수 상도에 

한 홍보  자료 조, 담당공무원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 으며, 침수지역에 한 장조사를 

통하여 과거 침수피해 황을 조사하 다.

해안침수 상도 제작을 한 수치모형의 수립시, 실

제의 지형을 최 한 반 하기 해서는 정 한 수심, 

지형 표고자료  해안선 정보의 확보가 매우 요하

다. 해안선 정보는 해당지역별 약최고고조  기 으로 

작성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측량사업 성과

를 기본으로 하되 최종 으로 침수 상도가 표출되는 

수치지형도상 등고선과 교차되는 일부 자연해안선에 

해서는 수치지형도의 해안선을 혼용하여 용하

다. 육상부 표고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측량사업 성과(LiDAR 측량성과)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LiDAR 성과를 활용하

다. 외해역의 수심 정보는 역 수치해도(101, 849, 836 

등)를 기 으로 GEBCO(2008), Global Seafloor 

Topography(2007), JEGG(2005), 최병호 등(2002)의 1

분 자료, 서승남(2008)의 KorBathy30s 등의 자료를 활

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역 역의 수심자료를 구축하

으며, 연안연의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최신 수치해

도  원도 수심성과를 활용하 다. 육상  해상 표고

자료의 수직기 면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연속면을 

제거하기 해 연직기 면을 인천평균해면으로 동일

하게 변환하여 사용하 으며, 기본수 면 기 의 수심

자료는 지역평균해면(L.M.S.L)과 인천평균해면

(I.M.S.L)과의 상 차를 가감하여 변환하 다. 시나리

오 모의시 상지역별 약최고고조면 조건을 고려하기 

해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연안해역조사

측량 성과물  측지기 면상 약최고고조면 자료를 활

용하여 상지역별 약최고고조면 조건을 설정하여 

용하 다.

태풍 내습시 해일고 산정  피해양상 분석을 해 

조석 측소 자료를 활용하 으며, 매시간별 측자료

를 수집  분석(부산, 여수, 가덕도, 울산, 제주 등)하여, 

해일고는 조 자료로부터 조화분해를 통해 당해년도 

측조 를 추정해 실제 측자료와 차이로 산정하

다. 한 매시간별 측자료 뿐만 아니라 국립해양조사

원의 조를 통해 과거 조 기록지 분석을 통한 1분 

측자료  최근 디지털 측자료를 확보하여 해일고 분

석에 용하 으며, 수치모의시 검증자료로 활용하

다.

2.3 폭풍해일 수치모의 구축 및 검증
당해연도 해안침수 상도 제작을 한 수치모형은 

ADCIRC v.49.13을 용하 다. 본 버 은 

Wetting/Drying, Overflow and Through Flow 

Barriers 등이 개선되었고, 이  버 들과 비교해 안정

성과 민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ww.adcirc.org). ADCIRC 모형의 격자체계는 

FEM(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삼각요소망이 사용된다. 본 사업을 해 구성된 모(母) 

모델의 계산격자망은 격자간격을 최  20,000∼최소 

50m로 하여, 삼각요소의 element수는 약 56만개, node

수는 약 30만 개로 구성하 으며, 각 상지역별 상세 

격자를 해안선 재 정도, 범람모의 결과  계산시간의 

효율성 등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10m로 구성하

여 용하 다. Fig. 2는 역과 마산지역의 상세 격자

망  수심도를 제시한 것이다.

수립된 모형의 검증을 해 과거 한반도에 향을 미

친 주요 10개 태풍(곤 스(KOMPASU(1007)), 나리

(NARI(0711)), 메기(MEGI(0415)), 매미(MAEMI(0314)), 

루사(RUSA(0215)), 사오마이(SAOMAI(0014)), 라피

룬(PRAPIROON(0012)), 페이(FAYE(9503)), 다이

(DINAH(8712)), 셀마(THELMA(8705)))을 선정하고 

측자료와 직 비교를 통한 정량 인 검증을 수행하

다(Fig. 3, 생략). 범람모의 검증을 해서는 2003년에 

내습한 14호 태풍 매미가 마산지역을 통과할 당시 발생

된 범람 상을 모의하고 태풍 MAEMI 내습 후 작성된 

‘마산시 해일침수재해지도’와 비교·검증하 으며(Fig. 

4), 범람모의 검증을 해 수립된 모형의 격자구성은 범

람역의 최소격자를 5～30m로 구성하여 정 한 범람모



의가 가능토록 하 다. 해일  범람모의결과, 측치

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ADCIRC 모형의 

해일  범람모의 용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된다.

(a) 광역 격자망 및 수심도 (b) 마산지역 격자망 및 수심도

<Fig. 2>  계산격자망  수심도

(a) 마산시 해일침수 재해지도 (b) 모의결과

<Fig. 4>  범람모의 결과 검증



2.4 가상시나리오 구성
태풍은 이동경로, 이동속도, 내습각도, 최 풍 반경, 

심기압 등 여러 매개변수가 복합 으로 작용하고 불

확실하게 변화하므로 과거와 동일한 태풍이 다시 내습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충분치 못한 과거 태풍정

보로부터 향후 발생하는 태풍의 해일을 측하는 것 

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태풍 경로  강도에 

한 다양한 조건에서 해일 양상을 악하고 향후 태풍

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정보의 측이 필요하다. 

2010년에 구축․ 용한 시나리오의 경우 상해역에 

계없이 과거 내습한 태풍의 고정된 경로를 용하

기 때문에 상해역에 발생가능한 최 해일고 경로(최

해일고에 근 한 경로)를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고

빈도의 범람범   침수심이 빈도에 비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 다. 년 사업에서는 제주 남부 300km 

통과 이후의 경로를 직선화시킨 가상태풍을 활용하여, 

내습경로와 내습각도를 변화시킨 가상경로를 설정하

고, 각각의 가상경로별로 심기압, 최 풍  반경, 이동

속도 등 태풍의 주요 매개변수를 고려한 1,140cases의 

가상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용함으로서 기존 시나

리오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Table. 2, 생략).

2.5 지역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해안침수 상도는 50년, 100년, 150년,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범람범 를 토 로 작성되므로 

범람범  결정을 한 기  해일고(빈도별 해일고)의 

산정이 매우 요하다.  년 과업에서는 국토해양부의 

‘해일피해 측 정 격자 수치모델 구축  설계해면 

추산 연구(2010)’ 성과물을 활용해 해당 도엽별 기  해

일고를 결정· 용하 다. 특히 축척 1/25,000의 수치지

형도 기반의 해안침수 상도를 제작하는 본 사업의 목

상 최종 성과물이 과  혹은 과소 산정되는 결과를 

피하고 지역별 해일 양상이 최 한 감안된 해안침수

상도를 제작하기 해서는 해당 도엽단 의 기  해일

고를 산정하여 용하 다. 이를 기 으로 해당빈도별 

범람결과를 모두 첩하여 침수 상 범 를 설정하여 

상지역별로 50년, 100년, 150년, 200년 빈도  시나

리오 결과에 한 최 범람 해안침수 상도를 제작하

다. 해안침수 상도는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하

는 축척 1:25,000 도면과 주요 범람지역에 해 수치지

형도  성 상을 기본지도로 하는 축척 1:5,000 도면

을 작성하 으며, 축척 1:25,000 도면내 축척 1:5,000  도

면의 역을 표시한 인덱스 맵을 작성하 다.  범람역

의 침수심 표기는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에 의거, 

0m 에서부터 0.5m 간격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하여 표기

하 다. Fig. 5(생략)는 당해연도 상지역  고성군 고

성도엽의 100년빈도에 한 해안침수 상도를 제시한 

것이다.

3. 결     론

2011년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업은 연안

침수 험지역에 한 해일고, 침수범 , 침수깊이 등

을 알려주는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을 통해 침수

상지역 보강사업, 재해정보지도 제작 등의 기 자료 

제공  연안재해 방 실무 활동에 활용함을 목 으로 

목포시 외 13개 지자체 30개소 지역을 상으로 해안침

수 상도를 제작․보 하며, 더불어 시나리오별 모의 

결과를 토 로 GIS 기반의 Database를 구축하고, 3차

원 가시화  연안재해 취약성평가 시스템 구축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해안침수 상도는 2009년 해안침수 상도 작성지침

(안)의 내용과 차에 따라 상지역 기 자료조사 수

집  분석, 해일 측을 한 수치모형 구축  검증, 미

래 측 가상 시나리오 구축  용, 시나리오 용모

의를 통한 시나리오별 해일고  침수범  선정를 선정

하고 최종 으로 해안침수 상도  GIS 기반 DB를 구

축하는 순으로 수행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해안침수 상도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해안범람시 방문객  주민이 피난장소

와 피난경로를 악하여 신속히 피함으로써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재해정보지도(행정

용, 민용, 교육용)를 지역 실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

록 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궁극

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성과물은 연안재해를 경

감하고, 안 하고 쾌 한 연안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상습 피해지역에 한 방재시설  시

스템을 제안할 수 있어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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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Cox 변환을 이용한 조 편차의 확률 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he Residual Tidal Level Using Box-Cox 

Transformation

윤종태1, 박승민2, 안경모3, 천제호4

 Jongtae Yoon1, Seungmin Park2, Kyungmo Ahn3, Jeho Chun4

1. 서 론

2008년 충남 보령에서 이상 장주기 랑에 의해 인

명피해가 발생한 후, 이상 장주기 랑을 · 경보하기 

해 기상청에서는 서해안의 몇 개 지 에서 연속 인 

랑 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랑 측 모니터링 시

스템에서는 각 지 에서의 수면 변 를 측·분석을 

통해 이상 랑의 발생 여부를 · 경보하는데, 이상

랑의 주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상 장주기 랑의 

향은 랑분석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조  측에도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상 장주기 랑에 의한 조

값의 증가량 혹은 감소량은 조  편차에 반 되기 때문

에 측된 조 편차가 특정 확률에 한계치보다 높게 되

면 이상 랑을 경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상 장주기 랑을 보하기 한 기  연구로 한국 연

안 해역에서 측되는 조 편차의 확률 도분포를 산

정하 다.

국내에서는 조 등 (2012)이 국내 6개 지 에 해서  

핵 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를 이용하여 조

편차의 확률 도함수를 산정하 다. 이 때 산정된 조

편차의 확률 도 함수의 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 도함수는 특정한 확률분포를 가정

하지 않기 때문에 상에 계없이 높은 정확도로 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핵 도함수의 인자인 

분산변수(windows width)의 크기에 따라 확률 도분

포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신 하게 선택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핵 도함수의 구조상, 여러개의 함

수를 조합하여 확률분포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

으로 특정 확률에 한 조 값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ox-Cox 변환기법(Box and 

Cox, 1964, 1982)을 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조 편

차의 확률 도 함수를 추정∙제시하 다. 특정 확률

도 함수의 합도는 K-S (Kolmogrov-Smirnov) 검정과 

  검정을 통해 검증하 다.  

2. 조위편차 자료

우리나라 연안 조 자료 에서 약 30년 이상의 장

기자료가 가용한 지 을 상으로 선정하 다. 상지

은 서해안의 인천, 안흥, 군산외항, 군산, 도, 목포, 

흑산도 남해안의 제주, 거문도, 여수, 통 , 가덕도, 

부산 그리고 동해안의 울산, 포항, 묵호, 울릉도, 속 이

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 에서 측된 1시간 간격 조

자료를 이용하여 조 편차를  추출∙분석하 다. 조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http://info.khoa.go.kr)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시간 간격자료를 사용하 다. 

하지만 국내 조  자료는 1950년  후반부터 측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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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arget point in the tide station.

기 때문에 몇몇 지 에서는 측 자료에 오차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때의 측 오차는 조화분석 과

정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화상수를 산정에서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

편차 자료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

서, ATT Table에 있는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천문조를 

생성한 다음 이 때 생성된 조석  체 자료의 평균값

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 편차를 생성하 다. 한, 

측조 가 없는 결측구간은 결측자료로 간주하여 분

석에서 제외하 다. 주요 4개 지 에서의 조 편차의 

시계열도를 다음의 Fig. 2 ~ Fig.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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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plot of residual tide level,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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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plot of residual tide level,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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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plot of residual tide level,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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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plot of residual tide level, 

Incheon(Wolmido). 

3. Box-Cox Transformation

3.1 Box-Cox 변환 및 과정
Box-Cox 변환은 랜덤 변수   가 정규분포를 따르도

록 하는 변환과정으로 Log-normal 확률 분포는 

Box-Cox 변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랜덤 변

수 에 한 Box-Cox 변환 과정을 통해 얻은 확률

도 함수를 식 (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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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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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의 라메타   는 Maximum-likelihood 

method 를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식 (2) 를 최 한으로 

하는 값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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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site 

Busan 0.843 Yeosu 0.879

Jeju 0.901 Incheon 0.886

Ulleungdo 0.645 Mukho 0.439

Pohang 0.481 Ulsan 0.841

Gumundo 0.843 Daeheuksando 0.981

Sokcho 0.394 Tongyoung 0.789

Wido 1.289 Mokpo 0.815

Kunsan 0.816 Anheung 1.076

Kunsan_1 1.086 Gadukdo 1.086

<Table 1>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3.2 Box-Cox 변환 결과
각 지 의 조  편차를 Box-Cox 변환한 다음, 각 지

에서의 조 편차의 확률 도 함수를 구하 다. 이 때

의 확률 도 함수를 실제의 확률분포와 함께 비교하

다.  이 때의 확률분포는 Sturge's rule 을 이용하여 산

정하 는데, Sturge's rule 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 계 분포의 갯수,  : 데이터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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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residual tide level 
and histogram, Busan. 

-150 -100 -50 0 50 100 150
0

0.002

0.004

0.006

0.008

0.01

0.012

0.014

0.016

0.018

0.02

Residual Tide (cm)

P
ro

ba
bi

lit
y 

De
ns

ity
 F

un
ct

io
n 

(1
/c

m
)

<Fig. 7>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residual tide level 

and histogram,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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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residual tide level 

and histogram,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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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검정   검정 결과, 유의 수  1 %에서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상 장주기 랑을 보하기 한 

기  연구로  Box-Cox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 연

안 주변에서 측되는 조 편차의 확률 도분포를 산

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확률 도 분포 함수를  

K-S    검정을 실시했는데, 유의수  1 %에서 합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  편차 정보는 이상 장주기 랑을 ·경보하는

기법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항만 구조물의 설계 인

자  하나로서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물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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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기· 해양의 변화는 

지구 인 기후 시스템에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1982 - 83년과 1997 - 98년에 발생한 엘니뇨 남방진동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 ENSO) 상으로 인하

여 열  태평양의 변동이 아시아 지역에도 직‧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열

 태평양의 실시간 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

성이 두되었다. 

미국 해양 기청(NOAA)은 1984년 말에 ENSO 

상 연구를 해 ATLAS (Autonomous Temperature 

Line Acquisition System)부이를 태평양 열  태평양 

도 해역에 운 을 시작하 고 일본해양연구개발기

구(JAMSTEC)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웜풀(warm 

pool)의 생성과 소멸을 연구하기 해 1998년부터 열  

서태평양 해역에 TRITON(Triangle Trans Ocean Buoy 

Network) 부이를 운 하고 있다. NOAA와 JAMSTEC

이 열  태평양에서 운 하는 67개의 부이 모니터링 

로그램을 2000년 1월부터는 'TAO-TRITON Array'로 

부른다

(http://www.pmel.noaa.gov/tao/proj_over/triton

.html). 

 열  부이 로그램의 가장 큰 의미는 육지에 한정

이던 실시간 측 시스템을 해양에 구축하 다는 것

이다. TAO-TRITON Array에서 수집된 자료는 수치 모

델링의 기  자료로 활용되면서 ENSO 상의 발생 시

기  그에 따른 기후 변동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하

고, 기와 해양의 매커니즘을 밝힐 수 있는 연구 자

료로 활용되었다(McPhaden et al. 1998; Kuroda and 

Amitani 2001).

한국해양연구원(KORDI)은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향 연구(POSEIDON)’의 일환으로 

2010년 5월부터 마이크로네시아(FSM) 축섬 북방 약 

250 ㎞ 지  (151 ° 34.49 'E, 9 ° 50.63 'N)에 표면 부이를 

설치하여 ARGOS-2 성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시험 측을 수행하 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열

 태평양 해역 상의 표면 부이에 ARGOS 성 통신 시

스템을 이용한 첫 번째 시도로, 양 표면 부이를 운

하기 한 계류· 회수 · 유지 · 자료 송 등에 한 

기 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하 다. 

2. TAO-TRITON array Buoy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체계 인 표면 부이의 개발

과 운 을 하여 2010년과 2011년 NOAA와 

JAMSTEC의 부이 교체 탐사에 참여하여 각 기 의 부

이의 형태와 운  방법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Fig. 1).

2.1 NOAA ATLAS 부이
NOAA는 측선 Ka'imimoana를 이용하여 앙태

평양과 동태평양(165°E-125°W) 해역 8개 정선에서 

ATLAS 부이  55개를 재 운  에 있다.

 ATLAS 부이는 타워(Tower), 선체(Hull), 계류삭

(Bridle)으로 구성된다(Fig. 2). 계류될 부이들은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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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AO(■)/TRITON (■) Array buoy locations in the Pacific and KA and MIRAI ship track.

활용성을 해 모든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부이 계류를 

해 선박에서 조립된다. 부이 조립이 끝나면 센서를 

부착하여 성통신에 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 정

에 계류된다. 

타워는 알루미늄 재질로 기상센서와 튜 (tube)가 

장착된다. 튜 는 센서 컨트롤 박스로 내부에는 배터리

팩, ARGOS 송신기와 나침  포함된다. 최신형은 배터

리팩을 외부로 빼 튜 의 무게를 가볍게 하 다. 선체

는 직경 2.3 m 크기의 도넛 모형으로 외곽의 소재는 유

리섬강화 라스틱(FRP)이고 내부는 발포성 우 아폼

인 부력제를 채워져 있어 외부 충격으로 손이나 구멍

이 생겨도 침수되지 않고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계류삭은 기유도모뎀 이블(Inductive 

Modem Cable)를 부이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수심 1 m

에 표층 수온․염분 센서가 부착된다.

부이와 연결되는 16 ㎜ 기유도모뎀 이블에는 10

개의 수온센서가 부착된다. 수온센서의 부착 수심은 각 

해양의 수괴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한정 인 성 통

신 송수신 양의 한계로 은 수온 센서로 측 해역의 

수괴 특성을 잘 표 하기 하여 동태평양

(140°W-95°W) 해역은 0, 20, 40, 60, 80, 100, 120, 140, 

180, 300와 500 m 수심에 수온센서가 장착되고, 

137°E~155°W) 해역은 0, 25, 50, 75, 100, 125, 150, 200, 

250, 300와 500 m 수심에서 수온 측을 한다. 서양과 

동태평양은 수온약층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0 m 

간격으로 측을 하고 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수온

약층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5 m 간격으로 측한

다(Freitag et al. 2005). 

계류선의 길이는 체 수심의 0.985배로 직경 25 ㎜ 

나일론 로 를 조 하여 계류선의 길이를 조정한다. 계

류선의 길이가 짧은 이유는 나일론 로 의 늘어나는 길

이를 감안한 것으로 기유도모뎀 이블을 수직으로 

반듯하게 세워 수온 센서의 수심 변동을 최소화 하기 

함이다.

측 자료는 10분 간격으로 측되며, ARGOS 성

으로 송되는 자료는 1시간 평균된 자료를 송한다. 

최신형 튜 가 설치된 ATLAS 부이는 이리듐 통신을 

이용하여 10분 간격 자료를 송한다.

<Fig. 2>  Schematic mooring  configuration of a TAO Buoy.



2.2 JAMSTEC TRITON 부이
JAMSTEC에서 재 운  인 부이는 TRITON 부이

와 m-TIROTN 부이 2가지 종류이다. TRITON 부이는 

1998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운  에 있고 

m-TRITON 부이는 2009년부터 인도양에서 운  이

다. m-TRITON 부이는 TRITON 부이의 단 을 보완한 

것으로 작고 가벼운 특징이 있다(Ueki et al. 2010).

TRITON 부이는 직경 2.4 m 높이 2.13 m의 염화비닐

(vinyl chloride) 폼(foam)으로 만들어진 원통 모형의 

선체와 높이 2.2 m의 알루미늄 타워로 구성된다(Fig. 

3). 부력제 역할을 하는 선체 내부에는 4개의 튜 가 있

으며, 튜  1개는 자료 처리 장치용이고 나머지 3개는 

배터리팩으로 사용된다. 조립된 TRITON 부이의 2.4톤

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형 선박에서만 운 이 가능

하고 제작비용이 비싸다는 단 이 있다. m-TRITON 부

이는 2005년부터 TRITON 부이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만들어 진 것으로 2009년부터 인도양과 극지 지역에

서 사용 이다. m-TRITON 부이의 선체는 얇은 폴리

에틸 (polyethylene)을 겹쳐 만든 구조로 외부는 우

탄(urethane)으로 코 한 직경 1.8 m, 높이 0.8 m의 선

체 2개로 구성된다. 조립된 부이의 무게는 800㎏으로 

선체가 가벼워 소형 선박에서도 조립과 운 이 가능하

고 부이 가격과 유지 리비가 다는 장 이 있다.

Fig. 3> Schematic mooring configuration of a TRITON buoy.<

TRITON 부이와 m-TRITON 부이는 계류선의 구조

에서도 다른 이 있다. TRITON 부이의 계류선은 

ATLAS 부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일론 로 를 사용하여 

체 수심보다 짧은 계류선(나일론 로  길이 수심의 

85%)을 주어 계류선을 반듯하게 세우는 형태라면 

m-TRITON 부이의 계류선은 체 수심의 1.3배 계류선

을 더 주어 느슨한 형태의 계류선을 유지한다. 느슨하

게 계류선을  경우 해양 측 센서의 수심 변동이 크

다는 단 이 있지만 CT센서 신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센서로 측을 하여 수심에 한 

보정을 해 다. 느슨한 계류선의 최  장 은 선박과의 

충돌에서 부이의 손이 고 부이의 이동(앵커를 들고 

같이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TRITON 부이는 ARGOS-2 성통신 시스템을 사용

하고, m-TRITON 부이는 ARGOS-3 성통신 시스템

을 사용하여 자료 송량이 10배 가량 많고 단방향 방

식이 아닌 반이  방식의 통신 수신 오류에 한 검

이 가능하다(http://www.jamstec.go.jp/e/about/

press_release/20090413/). 

3. KORDI 부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0년 5월부터 12월까

지 마이크로네시아(FSM) 축(chuuk)섬 북방 약 

250 ㎞ 지 (151 ° 34.49 'E, 9 ° 50.63 'N) 수심 5350

m에 ARGOS-2 성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

간 표면 부이를 이용하여 수심 400 m까지 6개 수

심에서의 수온․염분 자료와 기상 자료 측을 수

행하 다. 측되는 모든 자료는 10분 간격으로 

측을 하여 1시간 평균된 자료를 송하는 시스

템으로 ARGOS-2 성 통신 송량이 어 원시

자료는 회수시에 확인하 다.

설치된 부이는 3m 크기의 알루미늄 부이로 부

피가 크고 무거워 선박에서 운 하기에 어려운 외

형 인 단 과 ARGOS-2 성 통신 시스템의 자

료 송량이 은 시스템 인 단 이 있어 개선된 

표면 부이의 개발이 두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12년 6월 2010년과 같은 치

에 새로운 표면 부이를 설치하여 기상과 해양의 실시간 

자료를 측할 정이다. 이번에 제작된 부이는 

JAMSTEC의 m-TRITON 부이 모형으로 이리듐

(IRIDIUIM) 성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의  1시

간 평균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간격으

로 측한 8개 수심에서의 수온․염분의 원시자료

(raw data)를 실시간 획득할 수 있다.

4. 향후 계획

한국해양연구원은 2012년 태평양 165°E 도 해역에 

2개 정 에 아표층 유속 측 장비(75 kHz ADCP)와 

축섬 근방에 표면 부이 운 을 시작으로 국제 력을 



강화하여 향후 NOAA와 JAMSTEC에서 운  인 

TAO-TRITON array  NOAA에서 운  인 165°E 

라인의 7개 정 의 표면 부이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운 할 계획에 있다. TAO array에 한국해양연구원이 

참여하게 될 경우 NOAA-KORDI-JAMSTEC의 열  태

평양 부이 네트워크가 구성 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TAO-TRITON array의 표면 

부이 운 에 참여하기 하여 2010년부터 양에서 실

시간 성을 이용한 표면 부이를 운 하 다. 하지만 

기유도모뎀 이블과 ARGOS 성시스템 등 부이 운

에 한 경험이 어 6개월 동안만 측 자료를 획득

하 다. NOAA와 JAMSTEC의 실시간 표면 부이 탐사

에 참여하여 장에서의 부이 운 과 부이 제작에 한 

정보를 획득하 고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한국해양연

구원에서는 m-TRITON 부이 형태의 부이를 제작하여 

2012년 서태평양 해역에 부이를 계류할 계획에 있다.

실시간 표면 부이 운 에 한 경험을 쌓아 향후 

TAO-TRITON array의 한 부분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운 하게 될 경우 국제공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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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북부 해역의 수리･퇴 상 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the Hydrodynamic and Sedimentation 

in the Northern Gyeonggi Bay

김도연1, 박진순2, 상권3, 김성은4, 김평 5, 이성민6

  Doyoun Kim1  ,Jinsoon Park2, Sangkwon Hyun3, Seongeun Kim4, Pyeongjoog Kim5, Seongmin Kim6

1. 서론

경기만 해역은 과거부터 간척  방조제 건설, 항만, 

공항, 발 소, 공업단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항만 개발  유지를 한 설, 매립사업이 지속 으

로 진행되고 있다. 한 재 시화 조력발 소가 시범 

운 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만 조력발 소 건설이 계획

되어 있어 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수리 상  지형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장래 개발 사

업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재 경기만 해역의 

수리  퇴 물이동에 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진

다.

연구해역은 지리 으로 한강, 임진강  성강에 

하고, 강화도, 종도 등 크고 작은 섬들과 좁은 수로 그

리고 넓은 조간 가 발달해있으며, 수리 으로  조차가 

크고, 한강, 임진강  성강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에 

의한 향이 비교  크게 나타나는 해역이다. 한 연

구해역의 해수유동  퇴 물 이동 양상은 복잡한 지

형, 다양한 외력(조석, 하천유량, 기상 등), 외해  하천

을 통해 유입되는 부유퇴 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매

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HID 모델을 이용하여 2011년 6월

의 조석, 하천유량에 의한 해수 순환(조석, 조류, 수온, 

염분)  랑을 고려한 부유퇴 물이동을 모의하고 경

기만 북측해역의 수리ㆍ퇴 환경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령에서 백령도를 잇는 선을 개방경계로 

설정하여 조석의  양상을 충분히 재 하도록 하

으며, 본 연구 상 해역인 종도-강화도 인근 해역의 

지형  수심의 재 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정 한 계산

을 수행하기 하여 네스  방법(Nesting Method)을 

용하  다.

2. 수치모델

2.1 개요

MOHID(MOdelo HIDrodinâmico) 모델은 포루투갈 

리스본 학 소속의 IST(Instituto Superior Técnico)의 

MARETEC(Marin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Research Center)에서 1985년부터 개발되어진 모델로 

해양과 호소 등에서 1, 2, 3차원의 용이 가능하며, 기

본 으로 조석  해일과 같은 연안  하구역에서의 

물리  작용을 계산하며, 유체특성(수온, 염분 등), 오

일러리안 물질이동, 라그란지안 물질 이동, 난류

(tubulence), 퇴 물의 이동, 침식과 퇴 , 기상  랑

조건 고려, 수질  생태, 유류확산 등을 계산할 수 있는 

60개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스 (n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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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rizontal and vertical grid system.

기법을 용하여 보다 정 하게 심지역의 해황을 재

할 수 있다. MOHID 모델은 수평 으로 직교

(cartesian) 는 직교곡선(orthogonal curvilinear)격자

체계를 사용하며, 수직 으로 시그마좌표계와 Z-level 

좌표계를 개별 는 혼합 사용할 수 있는 GVC(general 

vertical coordinate) 시스템의 용이 가능하다. 공간

으로 유한체 법(finite volume technique, Martins et 

al., 1999, 2000)을 사용하여, 시간 으로는 반음해

(semi-implicit) ADI(Alternate Direction Implicit)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계산상의 안정성 제약을 최소화 한다. 

한, 이동경계 처리가 가능하고, 조간 가 넓게 분포

한 우리나라의 지형에 필수 인 조간  처리가 가능한 

모델이다. MOHID 모델은 공간 으로 격자검사체

(cell control volume)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차분하는 

유한체 법을 사용한다(Chippada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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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 지배방정식

MOHID 모델은 삼차원 비압축성 유체에 한 방정

식을 계산하며, 정수압가정은 시네스크(Boussinesq)

와 이놀드(Reynolds) 근사를 가정하며, 직교좌표계

에서 모델의   , 방향의 운동방정식, 연속방정식, 정수

압 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 , 는 각각 , , 방향으로의 속도벡

터 성분, 는 코리올리스 라미터,  , 는 수평  

수직 방향에서의 난류 성(turbulence viscosity),  는 

분자동 성(molecular kinematic viscosity), P는 압력,  

는 력가속도, 는 기 도 상수, 는 도, ′은 

도의 아노말리(anomaly)이다. 도는 UNESCO의 

상태방정식(UNESCO, 1981)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모델에서 시간에 한 차분은 Arakawa-C Grid 

Type에 하여 정의된 ADI(alternate direction 

Implicit) 방법을 용하고, 수평 난류(turbulence)모델

은 상수(constant), Smagorinsky(1963), 유속과 수심의 

비를 용할 수 있고, 수직 난류모델은 수직상수

(constant), Nihoul(1984), Leendertse and Liu(1978), 

Backhaus and Hainbucher(1987), Pacanowski and 

Philander(1981), GOTM(Burchard et al, 1999)을 용할 

수 있으며  기본 으로 k-ε 모델과 Mellor-Yamada 2차 

오더 난류마감모델(turbulent close model)이 포함되

어 있다.

모델에서 운동량(Momentum), 물질(mass and heat)

의 이동항은 1, 2, 3차 오더(order)의 방차분법과 

앙차분법 그리고 TVD(Total Variation Diminishing) 

방법을 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이류(advection)항은 

양해, 반음해, 음해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모델에서 물질의 이동은 오일러리안(Eulerian) 방법

을 용하여, 이류  확산, 하천 혹은 인 인 유량, 

해 면(sediment fluxes)  해수면(heat and oxygen 

fluxes) 물질 교환, 입자성 물질의 침강  내부의 물

질 생성 소멸(water quality)에 의한 물질의 이동을 

계산하며, 수온, 염분, 부유물질  상태변수(용존산

소, 랑크톤, 인, 질소, 규소 등)를 모의할 수 있다.

모델에서 이류와 확산에 의한 물리  수송 작용은 

모든 수질 상태변수들에 해 수학 으로 같은 형태

를 취한다. 즉, 물리  수송 작용은 수송하는 물질의 

성질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으며, 이류  확산에 

의한 물질의 이동은 다음의 질량보존 방정식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MOHID 
Hydrodynamic module. 

<Fig. 3> Model area with nested sub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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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 는 각각 , , 방향으로의 속도벡

터 성분, ′ , ′  는 수평  수직 방향에서의 난류확

산(eddy diffusivity), ′  분자확산(molecular 

diffusivity)이다.

2.3 경계조건

모델에서 해수면을 가로지르는 이류흐름(adcvective 

flux)은 없으며, 운동량의 확산은 다음의 quadratic 

friction law를 사용하여 계산된 바람응력(wind stress)

을 입력하여 고려한다.

  
 

여기서, 는 응력계수(drag coefficient)로 풍속의 

함수이며, 는 기 도, 는 해면상 10m지역에서

의 풍속이다. 모델에서 해 면을 가로지르는 이류흐름

(adcvective flux)은 없으며, 운동량의 확산은 다음과 같

은 quadratic law를 이용한 non-slip 방법으로 계산된 

해 마찰을 고려한다.



 



 
 

  

  여기서, 는 바닥응력계수(bottom drag 

coefficient)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von Karman 상수이며, 

 는 조도계수

(bottom roughness length)이다. 모델에서 육지를 가로

지르는 흐름은 없으며, 개방경계에서 조 , 유속 등을 

부여할 수 있다.

3. 모델 수립

실험을 한 모델의 역은 조석의  양상을 충분

히 포함할 수 있도록 역은  보령 ～ 백령도로 설정하

다. 한, 보다 정 한 해수유동의 산출을 해 네스

 기법(nesting method)을 용하여 사업지역인근 해

역의 해안선의 재 성을 높 으며(Fig. 3.), 네스 시 상

세역은 태안 ～ 황해도 해주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격자의 크기는 역은 800 ~ 5000m, 상세역

은 200 ~ 1250m로 구성하 고, 용된 격자수는 역 

6,720(102×90), 상세역 78,957(324×291)개이다. 모델내

의 입력수심은 수집 가능한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행 수

치해도(No.306, No.307, No.308, No.311, W312, 

No.322, No.323, No.331, No.338, No.361 등)와 측 수

심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 각 격자에 입력된 수심분

포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수치모형 실험은 수심과 지형을 이용하여 구축된 수

치모델에 조석, 기상, 해 질, 수질 측자료를 기조

건  개방경계 조건으로 입력하여 수행하 다. 해수유



<Fig. 4>  Horizontal grids(large domain).

<Fig. 5>  Horizontal grids(nested domain).

동을 재 하기 한 기조건은 해수유동  해수면의 

차이가 없는 것(cold start)으로 설정하 으며, 해수

유동의 폐경계조건(closed boundary condition)으로 

육지경계면을 가로지르는 흐름은 없는 것으로 설정

하 다. 

퇴 물 이동을 재 하기 한 기  개방경계 조건

은 수온, 염분, 부유퇴 물 농도 등의 측자료를 수집

하여 입력하 다.

실험을 한 조석조건은 NAO 조석자료로부터 얻어

진 16개분조의 조화상수를 입력하 으며, 하천유량,  

기상, 수온, 염분  해 질 자료는 각각 수자원 리 종

합정보시스템(WAMIS),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

국해양연구원에서 측된 자료이다.

모델의 계산시간간격은 역은 30 , 상세역은 10

를 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모델 수행시 조석, 하

천유량, 수온  염분에 하여 damping 조건(slow 

start)을 설정하여 모델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 으며  

기 15일을 모델의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 으며 이 

후 30일동안의 모델 결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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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장실험에서의  wave set-up의 측과 분석 

Field observation and analysis of wave induced set-up on Malipo beach

최진용1,유제선2, 기천3,심재설4

 Jin Yong Choi1, Je-Seon Yoo2, Ki-Chun Jun3 and  Jae-Seol Shim4

1. 서론

Wave set-up에 한 심은 1938년 미국 동해안 뉴

잉 랜드 지역에 허리 인(New England Hurricane of 

1938)이 강타한 직후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허리 인

에 의해 발생한 가 연안으로 입사하면서 1 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폭  해일과는 다른 형태

를 보 다. 이는 입사 의 성격과 연 이 있는 상으

로 쇄 (breaking wave)시 운동량 속(momentum flux)

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데, onshore방향의 압력 구배

와  잉여응력 (wave radiation stress)의 구배의 균형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고,  잉여응력은 랑의 에

지, 방향, 군속도와 상속도의 함수로 구해진다 

(Longuet-Higgins and Stewart, 1962).  

랑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직 으로 연안의 침식

과, 해수 범람  월  등의 연안 피해를 가 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가 요하다. 한, 완만한 해변에

서 wave set-up에 기인한 수심 변화가 쇄  이동의 

원인이 될 수 있고(Guza and Thornton, 1981),  외해의 

랑 에 지 차이에 의해 생긴 wave set-up의 경사는 

쇄  내의 연안류를 발생시켜 연안 침식  퇴 물 

이동에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wave set-up의 

이해는 near-shore circulation모델을 발 시킬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Yemm, 200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장 측 실험

을 수행하여 wave set-up의 측  분석 방법을 제시

하고, 실험 결과로부터 만리포 해변에서의 쇄   

wave set-up의 특성을 악하 다. 

2.  현장관측 실험 및 자료 분석 

2.1  연구지역 
장 측 실험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충청남도 태안(소원면 모항리)에 치한 만리포 해변

(Fig. 1)에서 수행되었다. 만리포 장 측 실험은 수압

식 고계, 부이식 고계, ADCP 등 다수의 측 장비

들을 설치하여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수

압식 고계와 부이식 고계 자료를 이용하여 wave 

set-up에 한 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에 사용한 측 

장비의 치는 Fig 1. (b), (c) 와 같다.

2.2 현장 관측 및 분석 방법 

  장 측 실험에서 수압식 고계는 조간 에 7개, 

조하 에 2개를 설치하 다.  수압식 고계의 랑 분

석은 수  압력 에 하여 압력 달 계수를 고려하여 

매 10분마다 1024개의 데이터를 FFT(Fast Fourier 

Transform; Cooley and Tukey, 1965) 방법으로 표면

의 주 수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유의 고()  최

 에 지의 주기()를 계산하 다. 조석은 조하  

정 들에 하여 TASK2000 Package (Bell et al., 1999)

를 이용하여 조화 분해 후 조석성분을 제거하 다. 부

이식 고계는 매 15 분마다 1024개의 데이터를 FFT 분

석하 고, Hashimoto et al(1993)이 개발한 확장최 엔

트로피법(Extened Maximum Entropy Principle, 

EMEP)으로 방향분포함수를 계산하여 향과 향 분

포를 알아보았다.    

 Wave set-up 분석시 크기가 작은 고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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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ocation of Malipo beach, b) Location of pressure sensors and buoy on Malipo experiment in 
2009-2010, c) Vertical profile of Malipo beach and location of pressure sensors 

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Raubenheimer et al., 

(2001)의 경우에서처럼 고가 0.35 m 미만인 경우의 

자료를 제외하 고,  wave set-up이 오직 해안선의 연

직방향의  잉여응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산시 향

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연안 수직방향에서 

±15° 내의 경우의 자료만을 사용하 다. 

2.3 Breaker depth index 
 쇄 에서는 수심에 하여 일정 고 이상을 가질 

수 없는 한계 값을 가지게 된다. 즉, 불규칙한 서로 다른 

고가 어떤 수심에 하여 한계에 도달하여 모든 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이 때 수심에 

한 고의 선형 인 비례상수를 일반 으로 breaker 

depth index() 라 한다. 

  


  (1)

여기서, 는 고 는 쇄 의 수심이다.  는 쇄  

특성에 따라, 고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Thornton 

and Guza(1983) 는 root mean square 고( )와 

수심과의 계를 0.42로 제시하 고, Battjes and 

Stive(1985)는 가 평균 0.73, Kaminsky and 

Kaaus(1993)는 평균 0.78라고 하 다.

2.4 wave set-up 
Longuet-Higgins and Stewart(1962)는 쇄 시 랑

과 수심이 연안선 방향으로 변화가 없고, 표면과 바닥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 을 때, 연안 수직 방향의 압력 

구배와  잉여응력의 구배가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하

다. 







              (2)

여기서, 는 연안선에서의 수직좌표, 는 해수 도, 

는 력가속도, 는 수심, 는 랑에 의한 평균 해

수면 상승을 의미한다 (  ). 한,  는   방향

의  잉여응력이으로, 연안방향으로 진행하는 랑에

서 하여 

   

 

       (3)

이다. 여기서, 는 wave 에 지이고, 는 향, 그리

고 와 는 각각 군속도와 상속도이다. 

Wave set-up 는 오직 wave에 기인한 해수면 상승이

므로 측 자료 분석시 조석, 기압 surge, wind surge등

의 성분을 제거해 주었다. 한, 일반 으로 최  wave 

set-up은 연안선의 wave set-up()이며,  Bowen et 

al.(1968)은 특정해변의 연안선에서의 wave set-up을 

유의 고에 계한 다음과 같은 선형의 형태로 간단하

게 설명하 다. 



<Fig. 2>  A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vs. local 
depth at each observed station

<Fig. 3>  Observed normalized(by offshore wave height) 
wave set-up versus normalized water depth 

          (4)

여기서 는 외해의 유의 고이고, 는 유의 고

와 wave set-up과의 계로 선행 장 측 실험에서 

0.2 ~ 0.3에서의 값을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3.1  Breaker depth index의 추정
만리포 해변에서의 breaker depth index를 분석하여 

보았다. 쇄  내에서 수심에 한 유의 고의 분포

를 살펴보기 하여 고계의 평균 수심 값과 분석한 

유의 고의 계를 Fig. 2.에서의 으로 제시하 다. 

한 식 (1)에 근거하여 유의 고, 수심에 따른 breaker 

depth index를 실선으로 같이 표시하 다.  수심 2.0 m 

이하에서는 의 정의가 모호하고, 수심 2.0 m 이상에서  

    의 범 를 가진다. 

3.2   Shore line에서의 wave set-up
수압식 고계를 이용한 고 측은 고계의 설치

높이만큼의 수심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shore 

line 에서의 wave set-up을 분석하기 하여 수심을 

고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Raubenheimer et 

al.(2001)는 장실험에서의 wave set-up을 외해 고로 

일반화 시켜 일반화 시킨 수심에 하여 Fig. 3과 같은 

방법으로 를 추정하 는데,  만리포의 경우 연안선

( )에서의 는 최  0.10 ~ 0.11의 범 에 치한다.  

4. 토   의

만리포 장실험으로 살펴본 wave set-up를 식 (4)과 

같이 일반화 시키면     의 값을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입사 고 비 wave set-up 

의 비율()  0.2 ~ 0.3 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만리포 

해변의 바닥 경사가 완만하여 beaker depth index가 작

고 (Nelson, 1997), 이에 wave set-up 도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한,  다른 선행연구들이 폭풍시의 

랑에 해 연구를 한 반면 본 실험은 계 풍 시 풍

를 상으로 실험하 으므로 랑의 주기가 짧고 랑

의 방향스펙트럼의 폭이 비교  넓다는 도 wave 

set-up이 작은 원인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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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세굴에 의한 호안 근고공 괴  책사례

A Case Study of Toe Protection Failure on Revetments due to Bottom Scours

배용훈1, 김문기2, 송치용3, 박종범4

 Yong-Hoon Bae1, Mun-Ki Kim2, Chi-Yong Song3 and Jong-Bum Par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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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한 호안 구조물은 국내의 경우, 수심이 얕고 내습 랑

의 크기가 작은 반면 조류의 향은 큰 서해안에 부

분 축조되었거나 재 축조되고 있다. 

서해안에 새로이 호안을 축조하는 경우, 호안 면에

서 기존의 조류 흐름이 복잡하게 변화하는데 특히, 호

안 선형을 따라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흐름이 다른 

방향의 흐름, 바닥 지형 는 구조물을 만나 와류를 발

생시키게 된다. 이런 와류 발생은 호안 면 바닥에 세

굴을 진행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호안 면 바닥으로부

터의 괴가 구조물의 괴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바닥세굴로부터 호안 제체를 보호하기 해 

근고공이 설치되는데 국내 설계기 에서는 근고공의 

설치규모를 세굴에 한 평가 없이 최소한의 규격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 세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

고공이 세굴에 해 충분히 항하지 못하고 괴되며 

나아가 제체의 유실까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차가 큰 서해상에 축조된 호안의 

면 바닥세굴에 의한 근고공 괴  그에 한 책사

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바닥세굴  및 근고공 파괴 사례

Photo 1은 인천지역의 토층이 분포하는 원지반(두

께 약 5.2m)에 약 9m 높이의 호안 축조 , 아직 체 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측 면에 바닥세굴이 발생

한 사례이다.

<Photo 1>  바닥세굴 발생 사례

발생한 바닥세굴의 규모를 측량한 결과,  Fig. 1과 같

이 약 600m 구간에 걸쳐 바닥세굴이 발생하 고 이  

제체에 인 하여 세굴이 발생한 구간은 약 400m로  세

굴 깊이는 약 1.0~5.5m, 폭은 약 4~22m로 나타났다. 특

히, Fig. 2에서 호안의 선형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큰 규

모의 세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호안의 선

형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조류 흐름이 상 으로 복잡

하게 변화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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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바닥세굴 측량성과 평면도

Photo 2는 평택지역의 높이 약 12m의 호안에서 바닥

세굴에 의한 근고공 괴  제체사석 유실이 발생한 

사례로 원지반 조건은 Photo 1의 장과 유사하다.  

근고공 괴의 원인인 바닥세굴은 최  8m까지 발생

하 다. 

<Photo 2> 바닥세굴에 의한 근고공 괴사례

3. 근고공 설계기준

3.1 설계기준의 문제점
국내의 항만  어항 설계기 (2005, 해양수산부)의 

기 에서는 호안 근고공의 설치규모를 Fig. 2와 같이 최

소 3m 이상의 폭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면 

바닥세굴 규모에 한 평가가 반 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앞서 소개한 피해사례 호안들 역시 항만  어항 

설계기 에 따라 근고공의 폭은 3m로 설계 는 시공

되었다.

<Fig. 2> 참조

3.2 Coastal Engineering Manual(2006)
미육군공병단에서 제시하는 근고공의 설치규모는 

Fig. 3과 같이 면 바닥세굴 깊이의 3배의 폭과 제체피

복 두께의 2배의 두께로 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는 향후 바닥세굴로 인해 근고공이 일부 괴되더라도 

제체사석  피복석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개념

이다. 

<Fig. 3> 참조



4. 근고공 보강사례

4.1 근고공 확폭
앞서 소개한 인천지역 호안에 해 근고공 보강 책

을 수립하 다. 근고공의 보강규모는 Coastal Engineer

-ing Maual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정하 다.  Table 1

에서 근고공 보강폭을 최  16.5m가 아닌 10.0m로 결

정한 것은 세굴 발생구간 약 400m에 해 최 폭으로 

보강할 경우, 과다설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으

로 근고공 폭 10m로 보강한 후 괴 발생 여부  규모

에 따라 추가 인 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 다.

<Table 1> 근고공 보강규모 결정

바닥세굴 깊이 근고공 폭 결 정

1.0~5.5m 3.0~16.5m 10.0m

4.2 돌제 설치
근고공 확폭과 더불어 바닥세굴의 원인인 호안 면

에서의 유속 감을 해 돌제설치를 검토하 다. 돌제

의 규모는 길이 40m, 높이는 M.S.L.기  1m(약 6m 내

외)이다.

돌제설치에 따른 유속감소 효과를 악하기 해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를 이용

하여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 다. 수치모형

실험은 근고공 확폭 상태에서의 유속과  Fig. 4와 같이 

돌제를 1개소~2개소 설치시의 유속을 측하 으며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돌제 설치에 따른 유속 감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참조

Table 2에서 돌제 1개소 설치에 의해 호안 면에서

의 최 유속은 약 45%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

제 2개소 설치시에는 약 56%의 최 유속 감이 나타

났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상 호안의 선형변화

구간에  돌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 다.

구 분
근고공 

확폭

근고공 확폭

돌제 1개소 돌제 2개소

최강유속
(cm/s) 11~59 4~32 4~26

<Table  2> 돌제 설치에 의한 유속 감 

5. 요약 및 고찰

조차가 큰 해역에서 호안을 축조하는 경우, 호안 

면에서 기존의 조류 흐름이 복잡하게 변화하게 되어 

면 바닥에 세굴을 진행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호안 

면 바닥으로부터의 괴가 구조물의 괴로 진행되기

도 한다. 그러나 바닥세굴로부터 호안 제체를 보호하기 

한 근고공에 해 국내 설계기 에서는 세굴에 한 

평가 없이 최소한의 규격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 세굴

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고공이 세굴에 해 충분

히 항하지 못하고 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차가 큰 서해안의 연약지반 상에 

축조된 호안의 면 바닥세굴에 의한 근고공 피해  

책 사례를 제시하 다. 바닥세굴의 경우, 호안의 선

형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 고 이

에 따라 바닥세굴 규모를 고려하여 호안 근고공의 확폭

을 실시하 으며 호안 선형 변화구간에는 돌제를 설치

하여 호안 면의 최 유속 감을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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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설계기준(20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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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경사제의 근고공 설계기 (항만  어항 설계기 , 2005)

<Fig. 3>  바닥세굴을 비한 근고공 설계(Coastal Engineering Manu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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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고공 확폭+돌제 2개소 설치
<Fig. 4> 호안 면 유속 감을 한 돌제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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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석간만의 차가 0.3m 이하로 매우작고 해안선이 단

조로운 형태를 띄우고 있고 서해안과는 다르게 연  비

교  큰 랑이 입사하고 있는 동해안은 랑류(Wave 

Induced-Current)가 퇴 물이동에 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비 착성 퇴 물에 의한 침·퇴  

상이 문제로 두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 학교 자체 개발된 CST3D 

수치모형(Coastal Sediment Transport Three-Dimension, 

CST3D)  랑류 모듈을 동해안의 표항인 속 항에 

용하여 랑류의 양상을 악하고  속 항 북방 제 연

장 기본  실시설계용역 구조계산서(동해지방해양수산

청, 2004)의 장 DATA와 정량비교를 수행한다.

랑 수치모형은 반사 가 포함된 완경사 방정식 수치

모형(Inter Wave Period Hyperbolic, IWPH)을 수행하고 

결과물  향과 고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랑에 

의한 기인력 수치모형 (Wave Induced-Force, WIF)을 수

행한다. 계산된 기인력을 CST3D 수치모형  랑류모듈

에 용 후 수치모형을 수행하여  랑류의 양상을 악

한다. 기인력 수치모형은 기존의 Longuet-Higgins and 

Stewart(1962)가 제안한 랑에 지에 한 잉여응력

(radiation stress) 항과 Dally and Osiecki(1994)가 제안

한 쇄  내에서 roller로 발생되는 응력(the stress due 

to roller in breaking waves) 항을 추가 하 다. 

2. 파랑 수치모형

  반사 가 포함된 완경사 방정식 수치모형은 자체 개발

된 모형으로 Kim(2011)은 Berkhoff(1972)의 완경사 랑에

지 방정식  기본방정식을 개선한 Copeland(1985)의 이

론을 용하여 inter-wave-period module을 합하

고, 시간 진과 공간 앙 양해법으로 IWPH 모형을 수

립하 다.

∇∇




             (1)

  

Copeland (1985)는 의 식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미

분방정식으로 분리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





               (2)

               

∇                (3)

 식에서  는 선유량으로서 물의 입자 속도를 연직

방향으로 분한 것이며, 반사 가 포함된 완경사 방정

식 수치모형에서는  식을 랑의 변형을 계산하기 

한 기본방정식으로 채택하 고 다음과 같이 시간 진

과 공간 앙 양해법으로 차분화 된다(Copeland,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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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 ∆ ∆∆ (5)

 식에서   는 외해 방향의 축, 는  방향으로의 첨

자,  는 시간, ∆ 는 시간 증가분, ∆  는   방향의 격자 

크기이다.

  외해에서의 랑수치모형 기조건, 사용된 격자망 

 랑 측 은 다음과 같다. 속 항 북방 제연장 기

본  실시설계용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계시 랑

측 의 유의 고는 0.7 ~ 0.8m 이고, 유의  주기는 5.0 ~ 

6.0s 으로 측되었다. 측지 이 해안선에서 약 1km 

떨어진 지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 공병단의 

ACES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사 랑을 추 , 랑수치

모형의 기조건에 입력하 다.

<Table 1>  랑수치모형의 기조건

기조건

고 1.13 m
주기 5.16 s
표 향 E(하계시)

쇄 계수 0.78
Grids 200×300 (20m)

    

<Fig. 1>  수심도  측 치

3. 파랑에 의한 기인력 수치모형

입사하는 랑이 해안선에 수직인 경우(  ∘)는 

  와  성분만 존재(    )하며 아래와 같

이 표 할 수 있다.


 ∘

   
                     (6)


 ∘

   
                      (7)

여기서 는 단  수면  당 랑에 지로 고의 제

곱 승에 비례하고, 은 군속도 (group velocity) 를 

속도 (propagation speed or wave celerity) 로 

나  값이며, 심해에서는 ≈이고 천해에서는 

≈이다.

 



 

 


                     (8)

 



 

 


                     (9)

   


           (10)

잉여응력의 의 식과 같이 단순화 되며, 각 성분을 이

용하여 수체의 단  질량 (unit mass water body)에 작

용하는 기인력 와 를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식

과 같다. 

 




                           (11)
   

 




                           (12)
  
 

랑은 무수히 많은 자연 인자로 인하여 변형되면서 

육지로 입사한다. 쇄 로 인한 roller는 쇄 에서 의 

처오름 (wave setup)과 함께 의 진행 속도보다 수면의 

물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말리는 상을 말

한다. 이로 인하여, 정수면상의 유체는 려오는 랑에

지로 인하여 유속이 육지 방향으로 가속이 발생하고, 

수면하의 유체는 외해 방향으로 역행한다. Dally and 

Osiecki (1994)가 제안한 쇄 에서의 rollers에 의한 응력

의 각 성분들은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13)

   
                              (14)

                          (15)

여기서 은 단  면 당 roller 에 지이며, 다음

과 같다.

  
                          (16)



여기서 는 주기이며, roller 계수  ≈, 무

차원 고  수심 비율 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17)

랑이 부서지면서 발생되는 roller에 의해서 수

체의 단  질량에 작용하는 기인력 와 는 다

음과 같다.

 




                          (18)

 




                           (19)

계산된 잉여응력에 의한 기인력 와 , 그리

고 roller에 의한 응력으로 발생된 기인력 와 

는 CST3D 모형 입력자료로 사용되어 랑류를 

계산할 수 있다. 두 기인력이 합성된  source항은 

CST3D의 운동방정식에 결합된다.

                                  (20)
                                  (21)

4. 파랑류 수치모형

랑류의 양상을 재 하기 하여 CST3D 수치

모형을 사용하 고, 좌표계로 변환된 연속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22)  

여기서    는 각각 직교하는 곡선좌표계   에

서의 수평 유속이고,  는 각각 곡선좌표계 임의거

리  

 


 을 만족시키는 metric tensor의 

각성분의 제곱근  이다. 는 변환된 무

차원 연직좌표계 에서의 수직 유속성분,  는 총 수심 

  ,  는 기 면 하의 수심, 그리고 는 기 면 

상의 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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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여기서 는 수심 에서 기 수압 과의 

차를 로 나  값,   는 Coriolis parameter, 는 수직 

와동 성계수,  는 각각   에서의 운동량의 

source-sink 항, 는 도, 그리고 는 부력이다.

5. 수치모형 수행결과

랑수치모형(IWPH)의 향은 Fig. 2에 제시하 다. 

외해에서 E 계열의 랑이 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인력 수치모형(WIF)의 벡터분포도를 Fig. 3에 제

시하 다. 해안선에 수직하게 입사하고, 방 제 배후에

서는 기인력이 미소하게 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인력의 양상은 추후 랑류의 양상을 측하는

데 도움을 다. Fig. 4는 CST3D 수치모형의 랑류 모

듈의 결과이다. 랑에 의한 혼합된 기인력이 해안선  

속 항 북방 제의 평평한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하기 

떄문에 해수가 양쪽으로 칭하게 이동하고 이안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안가 인근에서는 해안선이 

수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듯 흐르는 연안류의 양

상도 확인할 수 있다. 

수치모형 수행결과를 속 항 북방 제연장 기본  

실시설계용역 구조계산서(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4)에 

제시되어 있는 랑류 장 측 DATA와 비교하 다. 

장 측은 DROGUE를 해안선 인근에 투하하여 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로 평균유속을 산출하고, 

DROGUE의 이동방향을 측하 다(Fig. 1). 모의된 수

치모형과 각 정 에서의 장 측을 비교하 을 때, 약 

0.02 ~ 23.1% 정도 높은 유속값이 계산되었다. 평균유

속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해안가 인근에서의 



반사  향으로 인하여 수치모형 수행결과가 높게 

계산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론 으로 실제 해역과 

유사한 경향의 랑류가 구 되었다(Table. 2참조).

<Fig. 2>  랑수치모형 결과 

<Fig. 3>  WIF 수치모형수행결과 

<Fig. 4>  WIC 수치모형수행결과 

단

(cm/s)

장 

1

장 

2

장 

3

장 

4

계산

값

WC 1 9.6 6.8 11.8 7.2 9.01
WC 2 17.0 19.6 14.4 9.9 16.61
WC 3 17.2 14.4 14.6 14.0 16.94
WC 4 6.4 19.6 23.3 30.5 25.53

<Table 2>  랑류 장 측 비교결과

6. 결  론

  반사 가 포함된 랑수치모형과 연계하여 랑에 

의한 기인력을 산출하 고 연계된 CST3D 수치모형을 

수행하여 속 항 인근 랑류의 양상을 모의하 다. 

한 실제 장 측 DATA와 비교하 다. 수치모형 수행

결과 실해역과 유사한 경향의 랑류가 재 되었고, 

장 측 DATA와 비교결과 부분 크지 않은 범 내로 

계산되었다. 추후 CST3D 수치모형 내의 퇴 물이동 모

듈과 결합하여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침·퇴  양상을 

모의할 정이다. 본 수치모형을 우리나라 동·서 해역

에 용한다면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해안선 변화

측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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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수치모형 시스템을 이용한 이안제가 설치된 해안선 인근 

랑류양상 분석

Prediction of Wave Induced Current Using Combination Numerical Model 

System around a Beach Constructed Detached Breakwater

장창환1, 김효섭2, 유호 3, 안종섭4

 Changhwan Jang1, Hyoseob Kim2, Hojun Yoo3, Jongsub Ahn4

1. 서     론

해안에서의 흐름은 외해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해류, 

조석의 수 차에 의해 발생되는 조류, 바람에 의한 취

송류, 그리고 랑에 의한 쇄  역에서 발생되는 

랑류가 존재한다. 특히 랑류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단조롭고 연  비교  큰 랑이 입사하

는 반면 조석간만의 차가 0.3m로 매우 작은 지역에서는 

비 착성 퇴 물이동에 주요인이 되며, 오염된 해수의 

이송과 확산에도 한 계가 있다. 여기서 랑은 

기인력(Wave Induced Force)를 생성시켜 해수를 이동

시키는데 이를 흔히 랑류(Wave Induced-Current)라

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랑 수치모형(SWAN)수행하

고 결과물( 향, 고, 회 계수 그리고 쇄 ) 에서 

향과 고를 랑류 수치모형  랑수치모형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 국민 학교 자체 개발된 랑류 수치

모형(Coastal Sediment Transport Three-Dimension, 

CST3D)과 연계하기 해서 랑에 의한 기인력 수치

모형(Wave Induced-Force, WIF)을 수행한 후 랑류 

수치모형을 수행한다. 기인력 수치모형은 기존의 

Longuet-Higgins and Stewart(1962)가 제안한 랑에

지에 한 잉여응력(radiation stress) 항과 Dally and 

Osiecki(1994)가 제안한 쇄  내에서 roller로 발생되

는 응력(the stress due to roller in breaking waves) 항

을 추가 하 다. 그리고 Kim(2004)이 제안한 완화기법

을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랑에 의한 기인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립하 다. 이러한 기인력 수치모형

과 연계된 랑류 수치모형(CST3D)은 기존의 

Nishimura (1985)의 수리모형실험  Kim (2004)의 수

리모형실험과 정량  비교를 통한 검증을 수행한다.

2. 파랑 수치모형

SWAN 모형에서 지형공간은 4 개의 90˚ 간격의 구역

에서 일차상향법과 Four Sweep법과 같은 진법으로 

해석하며, 스펙트럼공간에서 여러 변수들을 상향차분

법과 앙차분법을 같이 사용하여 음해법으로 수치해

석을 한다. SWAN 모형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식에서 좌변 1항은 시간에 따른 작용 도의 시간 

변화량,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방향과 방향에서의 

, 제4항은 각속도에 한 해 면과 흐름의 변화에 

따른 상 주 수의 천이, 그리고 제5항은 해 면과 흐

름에 따라 변화하는 랑의 굴 을 나타내며, 우항의 

 는 랑의 생성, 비선형  랑간의 상호작용, 그리

고 소산의 물리  과정을 표 하는 원천항이다.

랑변형에서 회 을 제외한 굴 , 천수변형 그리고 쇄

의 향과 이로 인한 랑류의 양상을 고려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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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심을 Stokes wave를 용하여 가상 인 수심을 

제작하 고, 수치모형의 기조건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랑수치모형의 기조건

기조건

고 0.02 m
주기 1.2 s

향 270˚
수심 0.06 m

쇄 계수 0.78
Grids 80×53 (0.1 m)

    

3. 파랑에 의한 기인력 수치모형

SWAN모형을 수행하여 측된 향과 고는 랑

의 의한 기인력수치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입사

하는 랑이 해안선에 수직인 경우(  ∘)는 와 

 성분만 존재(    )하며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2)


 

∘
   

                               (3)

여기서 는 단  수면  당 랑에 지로 고의 제

곱 승에 비례하고, 은 군속도 (group velocity) 를 

속도 (propagation speed or wave celerity) 로 

나  값이며, 심해에서는 ≈이고 천해에서는 

≈이다.

 



 

 


                     (4)

 



 

 


                     (5)

   


           (6)

 잉여응력의 의 식과 같이 단순화 되며, 각 성분을 

이용하여 수체의 단  질량 (unit mass water body)에 

작용하는 기인력 와 를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식과 같다. 

 




                           (7)
   

 




                            (8)
  

 
랑은 무수히 많은 자연 인자로 인하여 변형되면서 

육지로 입사한다. 쇄 로 인한 roller는 쇄 에서 

의 처오름 (wave setup)과 함께 의 진행 속도보다 수

면의 물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말리는 상

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정수면상의 유체는 려오는 

랑에 지로 인하여 유속이 육지 방향으로 가속이 발

생하고, 수면하의 유체는 외해 방향으로 역행한다. 

Dally and Osiecki (1994)가 제안한 쇄 에서의 

rollers에 의한 응력의 각 성분들은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9)

   
                             (10)

                          (11)

여기서 은 단  면 당 roller 에 지이며,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는 주기이며, roller 계수  ≈, 무차

원 고  수심 비율 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13)

랑이 부서지면서 발생되는 roller에 의해서 수체의 

단  질량에 작용하는 기인력 와 는 다음과 같다.

 




                          (14)

 




                           (15)

계산된 잉여응력에 의한 기인력 와 , 그리고 

roller에 의한 응력으로 발생된 기인력 와 는 

CST3D 모형 입력자료로 사용되어 랑류를 계산할 수 

있다. 두 기인력이 합성된  source항은 CST3D의 운동

방정식에 결합된다.

                                  (16)



                                  (17)

4. 파랑류 수치모형

랑류의 양상을 재 하기 하여 연계시킬 흐름장 

모형으로 CST3D 수치모형을 사용하 고, 좌표계로 

변환된 연속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8)  

여기서    는 각각 직교하는 곡선좌표계   에

서의 수평 유속이고,  는 각각 곡선좌표계 임의

거리  

 


 을 만족시키는 metric tensor

의 각성분의 제곱근  이다. 는 변환된 

무차원 연직좌표계 에서의 수직 유속성분,  는 총 수

심   ,  는 기 면 하의 수심, 그리고 는 기

면 상의 수심이다.


















 











 




 
 

                                                                                (19)


















 











 




 
 

                                                                                 (20)






                   (21)
  

여기서 는 수심 에서 기 수압 과
의 차를 로 나  값,  는 Coriolis parameter, 는 

수직 와동 성계수,  는 각각   에서의 운동량

의 source-sink 항, 는 도, 그리고 는 부력이다.

5. 수치모형 수행결과

SWAN 모형의 수행결과는 Fig. 1에 제시하 다. 이

안제 배후에서는 입사 가 차단되어 고가 감소되고, 

이안제의 양측 쇄 로 인하여 고가 최  10% 증가되

었다. 랑모형과 연계된 기인력 수치모형의 수행결과

는 Fig. 2에 제시하 다. 이안제 배후에는 소 로 인하

여 랑에 지가 소산되어 기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

으며, 이안제 양측 선단에서 랑에 지의 경사차이로 

기인력이 이안제 배후로 회선되는 형태를 찰할 수 있

다. 이안제에 배후를 제외한 해안선에서의 기인력은  

0.13  이 발생되었다. 연계된 랑류 수치모형 

(CST3D)의 결과와 Nishimura (1985)의 수치모형실험 

 Kim (2004)의 수치모형실험과 정량 비교한 결과 이

안제 배후에서 발생하는 이안류 유속분포 는 부분 일

치하나 랑류 수치모형의 최  유속값이 2.0  크

게 측되었다. 해안선 인근에서의 연안류의 유속 분포

를 비교한 결과 Nishimura (1985)의 수치모형실험 결

과와 10% 내의 오차로 유속값이 일치함을 측 하 다

(Fig. 3 ~ Fig. 6 참조). 

<Fig. 1>  SWAN 수치모형 수행결과

고분포도



<Fig. 4>  Nishimura(1985) 
수리모형실험

<Fig. 3>  랑류 수치모형 수행결과

<Fig. 5> Kim (1994) 수치모형실험 

수행결과

<Fig. 2>  랑의 의한 기인력 수치모형 

<Fig. 6>  랑류 수치모형 검증결과

6. 결  론

SWAN 모형, WIF 모형, 그리고 EFDC 모형을 연계

한 랑류 수치모형 시스템(CST3D)은 가상 으로 만

들어진 해안에 용하여 랑의 굴 , 천수변형 그리고 

쇄 에 의한 랑류 양상을 측하고, Nishimura 

(1985)의 수리모형실험  Kim (2004)의 수치모형실험

과 정량  비교를 하 다.  Kim (2004)의 수치모형실험

과 양상은 비슷하 으나, Nishimura (1985)의 수리모

형실험과 유속값이  더욱 일치함을 확인하 다. 하지만 

Nishimura (1985)의 수리모형실험은 은데이타를 목

측으로 구하 기 떄문에 오차의 발생은 무시할 수 없

다. 추후 랑류 수치모형(CST3D)를 실해역에 용하

여 랑류 양상을 분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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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vestigation site

백사장 배후 호안의 월사 상 재

Sand Overtopping from Seawall in back of Sandy Beach

한재명1, 김규한2, 조용 3, 윤성진4
 Jaemyoung Han1, Kyuhan Kim2, Yongjoon Cho3 and Seongjin Yoon4

1. 서론

사빈해안은 해수욕 는 크 이션의 장소로서 

리 이용되고 있으며, 투수성이 있어서 내습 에 하여 

고감쇠나 쇄  후의 쳐오름 상을 감소시킴으로써 

해안주변을 보호해주는 방재기능까지 겸비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백사장 배후의 호안구조물은 배후시설 는 배후단

지의 안 확보를 하여 건설되고 있으며, 일반 으로 

내습 랑의 직 인 향을 받지 않는 곳에 치한다. 

그러나, 고 랑의 지속 인 내습, 폭풍해일에 의한 수

 상승, 이상 랑의 내습 등에 의해 극심한 표사이동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안구조물도 피해를 입게 되며, 

호안구조물 면에서의 침식 는 퇴 에 의해 호안구

조물 자체의 안정성이나 배후지에 악 향을 미치게 된

다.

호안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에서 다수

의 경우가 호안구조물 면에서의 침식작용에 의한 호

안구조물의 붕괴이며, 호안 면에서 퇴 이 발생하여 

월   월사 상에 의해 배후지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부분의 호안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한 악 향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0월 태풍 23호 내습

시에 일본 효고  후키아게하마 해안에서 발생한 호안 

면에서의 퇴 에 의한 월   월사 상을 재 하고 

발생메카니즘을 해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대상해역

기존자료 검토를 통하여 2004년 23호 태풍 통과시 

상해역에서의 해일고 상승량을 조사하고, 상해역 주

변의 측자료를 이용하여 랑변형 수치계산을 통해 

당시의 내습 랑을 추산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재 실험의 기 제원으로 이용하 다. 

재 실험에 있어서는 단면 수리모형실험  수치모

형실험을 통하여 월   월사 상을 재 하고자 하

으며, 단면 수리모형실험에서는 비실험을 통해 퇴

형 를 선정하여 호안에서의 월사 상을 재 하고, 수

치계산에서는 SBEACH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 

1 (주)한길 / 표이사 / hjm65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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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file of Fukiagehama beach

<Fig. 3>  Movable hydraulic model test

<Fig. 4>  Definition of variables in the experiment

<Fig. 5>  Measured topographical change in Case-1

Wave 
Type

Hs 
(cm)

Ts  
(sec)

Xi 
(cm)

hc 
(cm)

Case-1

Regular 

10 2.27

Case-2 25 2.78

Case-3 25 4.17

Case-4 58 2.78

Case-5
Irregular 

Case-6 25 4.17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T0406 T0416 T0423

Shionomisaki
Hmax (m) 14.20 11.34 14.27

Tmax (sec) 13.5 13.4 13.8

Fukiagehama
Hmax (m) 3.78 4.27 5.02

Tmax (sec) 12.1 13.4 13.6

Nushima Tide (DL+m) 1.05 1.54 2.52

<Table 1>  Results by typhoons in 2004

결과를 검증하 다.

3. 수리모형실험

3.1 실험내용
Fig. 3은 2007년 8월에 측량한 후키아게하마의 해안

종단 방향 200m구간의 Profile을 나타낸 것으로 실험의 

기 해빈단면으로 이용하 다.

수리모형실험은 폭 0.7m, 높이 1.5m, 길이 30m인 2

차원 단면조 수로를 이용하 으며, Fig. 3에 이동상실

험의 기단면을 나타내었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0～100m 구간의 평균경사를 재 하여 해빈경사는 

1/10로 하 으며, 사용한 표 사 입경의 크기는 

0.17mm이다.

Fig. 4는 실험에서 사용한 변수를 나타내었다.

수리모형실험은 1/36축척을 용하 으며, 비실

험을 통해 퇴 형 랑을 선정하 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규칙  실험 4Cases와 

불규칙  실험 2Cases를 실시하 으며, 이동상 해빈단

면의 변화는 Level meter를 이용하여 30분, 60분 조

후에 단면의 앙을 따라 계측하 다.

3.2 실험결과
Fig. 5는 호안이 없는 경우의 해빈단면의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형 인 퇴  해빈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7은 Case-2 와 Case-3에 한 해빈단면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두 실험 모두 호안을 비교  정수면

에서 가까운 지 (Xi=25cm)에 설치한 결과이다. 

Case-3의 경우는 Case-2에 비해 호안의 높이를 1.5배 높

으나 월사 상은 조  30분에도 이미 월 와 함께 발

생하 다. 조  60분 후 측정한 해빈단면은 호안이 없

는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6>  Measured topographical change in Case-2

<Fig. 7>  Measured topographical change in Case-3

4. 수치모형실험

4.1 실험개요
SBEACH는 쇄  내에서의 표사량이 쇄 에 의한 

에 지감쇠율에서 평형단면에 한 에 지감쇠율을 

뺀 잉여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하며, 해 경사에 의해 

해안종단방향의 이동에 해서도 고려한다. 한, 

Swash zone에서의 표사량 감도 고려할 수 있다.

SBEACH를 이용한 해안종단표사의 계산은 계산

역을 4가지의 표사 역으로 나 고 있다. 역Ⅰ은 표

사이동이 발생하는 수심의 해역으로부터 쇄 까지

의 역, 역Ⅱ는 쇄 으로부터 쇄 천이 역, 역

Ⅲ은 쇄  역, 역 Ⅳ는 Swash-zone을 나타낸다.

역Ⅰ에서의 해안종단 표사량은 다음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쇄 에서의 표사량, 는 쇄  

치이다. 은 표사량의 공간감쇠계수이며, 식(2)  식

(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외해방향）      (2)

                                           (연안방향)          (3)

여기서, 는 질입경(mm), 는 쇄 고(m)이다.

역Ⅱ의 길이는 경험 으로 쇄 고의 3배가 이용

되며, 해안종단표사량은 식(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여기서, 첨자는 Plunging point에서의 값을 나타내

며, 표사량의 공간감쇠율 의 값은 역Ⅰ에서 이용

한 공간감쇠율의 0.2배를 이용하 다.

역Ⅲ의 해안종단 표사량은 에 지 감쇠율의 차

로 해 의 국소경사를 고려한 식(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5)

역Ⅳ의 해안종단 표사량은 Swash-zone에서의 지

형변화가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6)

여기서, 첨자 은 쳐오름 , 는 쳐오름 시작 을 나

타낸다. 한, 쳐오름 한계에 해서는 Surf similarity 

parameter(   )의 함수인 식(7)이 채용

되고 있다.

  
                                                        (7)

여기서, 은 쳐오름높이를 나타낸다.

상기의 4가지 표사량식에서는 해안종단 표사량의 

값만 구할 수 있고, 표사이동의 방향에 해서는 이

하에 나타내는 형수로실험의 결과에 근거한 식으로 

결정한다.






 


                                                        (8)

여기서, 는 질의 침강속도, 는 의 주기이다. 

랑변형에 이용하는 기 식은 식(9)에 나타내는 에

지평형방정식에 기 한 Dally형의 식을 이용하 다.



<Fig. 9>  Results of topographical change in Case-2

<Fig. 10>  Results of topographical change in Case-3

<Fig. 8>  Results of topographical change in Case-1







                                                     (9)

여기서, 는 의 에 지 럭스, 는 해빈단면이 

평형상태에 있는 경우의 에 지 럭스, 는 의 감

쇠계수, 는 수심이고, 는 해안선에 직각으로 입사한

다고 가정한다. 선형  이론을 이용하면  에 지 럭

스 는 식(10)으로 구할 수 있다.

   

                                           (10)

한, 평형단면에서의  에 지 럭스 는 식(11)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11)

여기서, 는 안정상태에서의 고와 국소수심의 비

이며 0.4로 하 다.

4.2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구조물이 없는 경우의 자연해빈

의 퇴 형 단면변형을 재 하고, 호안구조물이 있는 경

우의 퇴 형 해빈단면변형의 재 성에 하여 검토하

다.

Fig. 8은  호안이 없는 자연해빈(Case-1)의 결과를 나

타내었고, Fig. 9(Case-2)  Fig. 10(Case-3)은 직립호안

이 있는 경우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 그림은 각각 

기단면과 수리모형실험 결과,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ase-1에서는 자연해빈에서의 퇴 형 변형형상을 

잘 재 하고 있고, Case-2  Case-3에서는 월사가 발생

하는 상을 수치계산에서도 잘 재 하고 있으며, 제체 

면에서의 단면 형상도 잘 재 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이동상실험을 수행하여 

SBEACH모델의 용성에 하여 검증하 다. 우선, 호

안이 없는 경우인 자연해빈에서 퇴 형의 해빈단면 변

형이 발생하는 조건을 만든 후 기 해안선보다 육지측

에 직립호안을 설치하여 호안 면에서 발생하는 퇴

사․월사량을 계측하여 SBEACH모델에 의해 재 되

는지 검토하 다.

그 결과, 호안이 없는 경우에 재 성이 우수하 으

며, 직립호안을 설치한 경우에도 호안 면에서 발생하

는 퇴사 상  호안배면의 월사 상이 잘 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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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안류는 Shepard (1936)로부터 찰되고,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 연구 기에는 이론  모형들을 이용하

여 기본 인 발생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내용들을 다루

었다(Bowen, 1969; Bowen and Inman, 1969; Noda, 

1974; Darlymple and Lozano, 1978; 최 등, 2011). 국내

에서는 1990년 에 처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기에는 해안침식원인 분석을 해 연안류와 이안류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9년 해운 에서 발생

한 사고로 사람들의 심이 집 되면서 이안류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수치모의

를 이용한 연구로 잉여응력(radiation stress) 개념을 이

용하는 랑과 흐름의 결합모형을 이용하는 방법(김 

등, 2011)과 Boussinesq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최 등, 2011)으로 해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안류

를 수치모의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안류는 기상, 지

형, 입사 랑의 향  유입 특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 으로 작용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매우 짧은 

시간에 돌발 이고 불규칙 으로 발생하므로 측이 

매우 어려운 자연 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 문제로 심이 높은 이안류 

발생에 한 원인 규명  이안류 발생 측기술 향상

을 해 국립해양조사원의 CCTV  측부이 자료를 

활용하여 해운 에서 발생하는 돌발 인 이안류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수치모의를 통해 해운 에서 발

생하는 이안류 상을 효과 으로 그리고 물리 으로 

타당성 있게 재 하 다

2. 이안류 발생원인

이안류에 한 연구는 1936년 Shepard에 의해서 처

음으로 쇄 에서의 고변화에 따른 이안류가 측

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Bowen(1969)과 Sonu(1972)는 연안류와 이안류가 발생

하는 과정에서 해안의 지형과 잉여응력의 역할에 해 

처음으로 언 하 으며, Bowen(1969)은 처음으로 연

안의 지형과 Longuet-Higgins and Stewart(1962, 1964)

에 의해 소개된 의 잉여응력을 이용하여 해안에 직각

으로 입사하는 와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에 의한 연

안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 다. 이 듯 이안류 발생

에 한 물리  작용  특성을 효과 으로 악하고 

이해하기 해서는 해안에서의 랑변형 특성에 한 

분석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안류 발생 메커니

즘을 이해하기 해 필요한 해안에서의 랑변형특성

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3. 벌집  구조  진행파에  의한  
이안류  재현

해운  해수욕장에 설치된 CCTV 상자료 분석을 

통해 이안류 발생원인으로 악된 벌집구조 입사 에 

한 수치모의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벌집구조 입

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안류를 재 해보고자 하

다. 벌집 구조 진행 에 의한 이안류 상을 모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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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의 상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필수 이

다. Boussinesq 방정식 모형은 의 주기에 한 제약

이 없고 식에 비선형 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 종

류의 주기  간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할 수 있어 잉여

응력과 같은 지속성분도 자동 으로 고려되므로 별도

의 흐름모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윤 등, 2010). 

본 수치모의에 용된 수치모형인 COULWAVE는 

코넬 학(Cornell University)에서 개발한 완  비선형 

Boussinesq 방정식 모형으로 Lynett and Liu(2004a, b)

에 의해 유도된 다층(N층) Boussinesq방정식을 지배모

형으로 사용하고 해안선에서의 이동경계조건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oussinesq방정식의 수치모

형은 Lynett and Liu(2008)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이 

모형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따라서 수치모

형에 한 자세한 내용은 그 문헌들로 신하도록 하겠

다. 

<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bathymetry

Fig. 1은 이안류 재  수치모의를 해 설정한 계산

역  수심 분포를 보여 다. 이는 실제 해운  주변 

해역의 지형과 유사하다. 진행 의 형태가 벌집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2개의 조 라인을 X형태로 교차시켜 

치시켰다. 수치모의를 한 계산격자의 크기는 

    로 설정하 으며, 계산간격은   

로 설정하 다. 조 라인의 각도()와 조 되는 의 

진폭()은 각각    와   , 로 설

정하 으며 주기 10 의 규칙 를 360  동안 조 하

여 수치모의하 다.

(a) Free surface displacement( )

(b) Vector plot of wave-induced currents()
<Fig. 2>  Rip current due to honeycomb pattern incident 

wave(    )

(a) Free surface displacement( )

(b) Vector plot of wave-induced currents()
<Fig. 3>  Rip current due to honeycomb pattern incident 

wave(    )



(a) Free surface displacement()

(b) Vector plot of wave-induced currents()
<Fig. 4>  Rip current due to honeycomb pattern incident 

wave(     )

(a) Free surface displacement()

(b) Vector plot of wave-induced currents()
<Fig. 5>  Rip current due to honeycomb pattern incident 

wave(     )

Fig. 2 ∼ Fig. 5는 수치모의 결과로 자유수면 변 와 

시간 평균된 흐름유속에 한 벡터분포를 도시한 것이

다. 수치모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두 진행  사이의 

향선 각도 가 작을수록 선의 길이가 길어짐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인 한 2개의 선은 반 장의 상

차를 보이며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선의 

정 앙에서는 고가 상 으로 크고, 앙으로부터 

좌우로 멀어질수록 고가 작아져 두 선 사이에 

고가 (zero)인 선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울러 이러한 벌집구조 형상의 진행 는 해운  CCTV 

상자료에서 확인된 벌집구조 형상의 랑 형태와 상

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흐름에 한 벡터분포를 보면 입사 의 고에 

따라 그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 으로 고가 인 

선을 따라서 이안류 흐름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사지형으로 쳐오른 가 경사를 내려오면

서 고가 상 으로 작은 선으로 질량수송이 집

되며 발생하는 상으로 단할 수 있다. 한, 입사

의 고가 상 으로 클수록 이안류 흐름 유속의 크

기가 상 으로 커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가 

클수록 경사지형으로 쳐오르는 랑의 질량수송이 커

지며 동시에 선으로 집 되는 질량수송의 크기가 

커져 발생하는 상으로 단된다. 본 수치모의는 벌집

구조 입사 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안류 상을 충

분히 잘 재 하고 있다고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Boussinesq 방정식을 지배모형으로 사

용하는 COULWAVE 모형을 용하여 벌집 구조 진행

에 의한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추가 으로 확인하

다. COULWAVE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는 해운  해

안에 설치된 CCTV 상자료와 유사한 벌집 구조 진행

의 재 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안류가 분명히 재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CCTV 

상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벌집구조 진행 에 의한 

이안류 발생 메커니즘이 타당함을 추가 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이안류 상에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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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일/범람 측모형은 외력조건을 태풍으로 하고, 

범람에 향을 미치는 육상이동경계 처리, 월류, 육상 

조도계수 등의 물리  요소가 반 된 모형을 사용한다. 

측모형 용시 바닥마찰계수, 항력계수, 기타 매개변

수 등은 상지역의 지역  특성이 반 될 수 있는 방

법  계수를 사용하며, 측모형의 검증  용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과거 태풍 해일고, 침수흔 도, 침

수흔  조사보고서 등의 피해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한다. 모형 수행시간은 태풍의 직․간 향이 반

될 수 있도록 상해역에 태풍 향이 없는 시 부터 

태풍 통과 후 향이 없는 시 까지 충분한 모의를 수

행하여야 한다.

한반도를 상으로 태풍에 의한 해일/범람을 측하

기 해서는 최  황동 국해  동해 역을 포함하는 

역 수치모형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서남

해안과 같이 지형이 복잡하고 소규모의 만들이 잘 발달

되어 있는 지형에서는 고해상도 상세역에 한 해일

측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석에 의

한 해수면 상승, 폭풍에 의한 해일고, 랑에 의한 해수

면 상승효과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치모형이어

야 만이 침수  범람의 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해일  범람모의가 가능하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있는 수치모형으로는 ADCIRC, FVCOM, Geo_Surge, 

SLOSH, MIKE Series 등이 있으며, 기존의 해수유동 모

형에 기반하여 해상풍을 고려하는 모형도 다양하게 연

구되고 있다. FVCOM 모형은 유한체 법을 용하여 

해양순환에 리 이용되고 최근 폭풍해일에 용이 시

도되고 있는 실정이며, SLOSH 모형은 미국 NOAA에

서 동부해안에 한 해일 보에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용사례는 매우 미흡하다.  MIKE 모형은 DHI사에서 

개발하여 일부 유럽  뱅골만 등에서 해일 보에 용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주환 등(2008)이 해일  범

람에 용사례가 있으나 소 트웨어가 고가이며, 소스

가 공개되지 않는 단 이 있다. 이들 모형들은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해수유동모형에 

격자 의 침수(wetting)/노출(drying) 여부를 단하

여 계산 역을 결정하는 이동경계기법(moving 

boundary scheme)을 용하고, 여기에 기압차  바람

응력 등의 계산을 통해 해일과 범람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FEM 모델인 

ADCIRC모델을 사용해 마산지역을 상으로 2003년 

태풍 MAEMI 사상을 재 하고 범람역 mesh 구성에 따

른 범람 상 재 정도를 검토하 다.

2. ADCIRC 모델

ADCIRC(ADvanced CIRCulation model for 

oceanic, coastal and estuarine waters) 모형은 

North Carolina 학의 Luettich와 Westerink가 개

발한 모형으로, 기본 으로  수심 분된 2차원 

모형(2DDI)과 3차원(3DVS)으로 구성되어있다. 

2DDI(two-dimension, depth-ingegrated)는 바닥

마찰계수와 운동량 확산계수를 이용하는 수심 

분된 외부모드 방 정 식 (external mod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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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심분포

(b) 격자구성
<Fig. 1> 수심  계산격자망 구성( 역)

만 풀게 되어있고 3DL(three-dimensional, local)은 모

드분리(mode splitting) 기법을 이용하여 2DDI에

서처럼 외부모드(external mode)에서 자유수면에 해

서 수심 분된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풀고 내부

모드(internal mode)에서 상 으로 긴 시간간격동안 

3차원 방정식을 풀어 수직성분을 계산한다. 2DDI에서 

수 는 수심 분된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구하고, 유속

은 수심 분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구한다. 태풍 심 

부근의 기압분포는 동심원으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심기압, 최 풍 반경, 주변기압의 태풍 라미터를 

이용하여 태풍의 기압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Holland, 

1980). ADCIRC모형의 기압장  해상풍 계산 모델   

symmetric structure wind model(Holland, 1980)을 이

용하여 계산하 다. ADCIRC v.49.0 이  모델은 

Luettich and Westerink(1995)의 이동경계기법이 용

이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용한 ADCIRC v.49.13는  

Wetting/Drying, Overflow and Through Flow 

Barriers 등이 개선되었고, 이  버 과 비교해 안정성

과 민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범

람 모의시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계

산 한계수심( )값의 선정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수의 유한요소격자에서 동시에 갑작스런 침수

와 노출로 인해 유속 산정시 noise 발생

∘지형 경사에 한 노출 유한요소 격자의 처리가 

어려움

∘침수된 유한요소 격자들 에 불완 한 배수로 인한 

불안정성이 발생

와 같은 문제를 수반할 경우 계산 시간간격인 Δt가 

매우 작아져야만 범람 모의가 가능하게 되며, 범람역에

서의 수치진동으로 인해 과도한 유속 증가역이 발생하

여 발산하는 경우가 많다. 한, 안정 인 Wet/Dry 모

의를 해서는 한 격자망 구성, 안정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변수의 결정이 가장 요하며, 특히 성계수

는 안정조건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 Δ
t, 성계수 값의 향 이외에도 범람모의시 이동경계

처리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는 범람역의 지형정보 작성

시 인  계산격자에서 과도한 지형 경사가 존재하는 경

우에 ADCIRC 모형뿐만 아니라 부분 2차원 폭풍해

일수치모형에서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3. 계산격자망 구성 및 입력조건

본 연구의 용 모형인 ADCIRC 모형의 격자체계는 

FEM(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삼각요소망을 

사용한다. FEM grid는 미지수를 근사함수로 표 하고 

그 계수의 크기를 가 잔차법(Weighted residual 

method)등을 사용하여 미소 요소마다 결정하게 되며, 

Curviliniar grid에 비해 격자 생성에 있어 상 으로 

훨씬 유연하고 직교성, 셀 형상 비율과 같은 제약이 없

다. 이에 따라 복잡한 해안선  섬에 한 정확한 묘사

가 가능해 한반도와 같이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에 용

이 용이하며, 1개의 mesh에 수 km에서 수 m까지 변화

하는 격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nesting 격자의 동  

coupling시 발생할 수 있는 질량 보 의 부정확성을 피

할 수 있다. 격자의 증가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량이 증가하나 병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한반도-일본- 만 등 

범 한 해역을 포함하여 태풍의 진행경로의 재 이 충

분히 반 되도록 역을 구성하 다. 상지역인 마산

해역의 범람구역(Fig. 2, 생략)은 최소격자를 5～30m로 

구성하여 정 한 범람모의가 가능토록 하 다.

격자망 구성에 사용된 자료로는 해상의 수심정보는 

GEBCO(2003), Global Seafloor Topography(2007), 

JEGG(2005), 최병호 등(2002)의 1분 자료, 서승남(2008)



(a) 모의결과

(b) 마산시 해일침수 재해지도(2003년)

<Fig. 5>  태풍 매미 통과시 범람모의 결과 비교

의 KorBathy30s의 30  자료를 이용하 으며, 상세역

에 한 해안선  범람구역의 표고자료는 국토지리정

보원의 수치지형도와 LiDAR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최

소격자 20m로 구축하 다.

계산격자는 METIS Ver. 4.0.1을 사용하여 병렬클러

스터 12노드에 합하도록 분할하여 계산의 효율을 증

가 시켜 계산하 다. 해일범람모의는 총 3일간 모의하

여 태풍이 만 남해안에서 한반도를 완 히 벗어나는 

과정을 재 하 다. 계산시간간격은 0.02sec, 조도계수

는 해상(0.025), 육상(0.15), 시간가 계수( )는 해상

(0.003), 육상(0.15)로 설정하 다. 바닥 마찰항은 비선

형(Quadratic) 방식을 사용하 다.

drag coefficient( )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

양한 식이 제시 되고 있지만 폭풍해일의 측 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값을 이용할지 아직 불명확한 상

태이다. ADCIRC에서 는 Garrett(1977), Smith와 

Banke(1975), Wu(1982)의 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Garrett(1977)이 제안한 식을 용하 다. 

경도풍에서 마찰효과를 고려한 해상풍으로 변환하는 

경험상수는 0.7을 사용하 다.

3. 수립모형 검증

수립된 모형의 검증을 해 용된 태풍 MAEMI의 

진행경로  주요 매개변수는 일본 기상청

(www.jma.go.jp)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 다. 생

성된 기압장은 태풍 MAEMI의 한반도 상륙지  인근

의 마산, 통  등의 기상 측소에서 측된 해면 기압

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 다(Fig. 3, 생략). 측된 해

면 기압자료의 경우 3시간 간격의 측 자료로 실제 태

풍 내습 당시의 정확한 기압변화를 표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측된 해면 기압자료와 생성된 기

압자료는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풍속의 

경우 기상 측소의 치가 육상에 치하므로 지형 

향  해상풍과의 거리차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되

고 있다. 해일검증을 해 태풍 MAEMI(0314) 통과시 

주요 조 측소 지 에서 측자료와 직 비교를 통

한 정량 인 검증을 수행하 다(Fig. 4, 생략). 주요 지

에서 계산된 해일고 시계열과 측 해일고를 비교 도

시한 것으로 측자료와 모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이고 있어 수립된 모형의 해일모의 용성은 매

우 높은 것으로 단된다.

범람모의 용을 해 2003년에 내습한 14호 태풍 매

미가 창원지역을 통과할 당시 발생된 범람 상을 재

하고 태풍 MAEMI 내습 후 작성된 ‘마산시 해일침수재

해지도’와 비교 검증하 다. Fig. 5는 모의를 통해 산정

된 최 범람역과 비교․검증을 해 사용된 ‘마산시 해

일침수 재해지도’를 함께 도시한 것으로, 모의결과가 

침수흔 조사를 기반으로 제작된 재해지도와 거의 부

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수립된 모형의 범람모의 

용성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격자구성에 따른 범람모의

FEM모델의 모의시간은 구축된 계산격자망의 Node 

수와 삼각요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계산 시간간격



(a) 격자간격 5～30m

   

(b) 격자간격 10～30m

   

(c) 격자간격 20～30m

(d) 격자간격 10～10m

 

(e) 격자간격 20～20m

<Fig. 7>  격자간격에 따른 범람모의 결과

(△t)에 좌우된다. 즉 Node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 시간

간격이 작아질수록 모의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본 장에

서는 격자구성에 따른 해안선 재 정도, 범람모의 결과 

 계산시간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격자간격에 따른 총 5가지의 격자망을 구성하고 범

람모의를 수행하 다.

용된 격자구성 정보  계산 소요시간은 Table 1

(생략)에 제시하 다. 격자망별 계산 시간간격을 동일

하다고 가정할 경우 Node 수의 따른 모의시간 증가는 

거의 선형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

다. Fig. 6(생략)은 격자간격에 따른 자연해안선  인공

해안선의 재 정도를 도시한 것으로 격자간격에 따른 

해안선 재 은 일부 굴 구간을 제외하고 재 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각 격자구성별 범람모

의 결과를 비교한 Fig. 7에서처럼 범람모의 결과 한 

일부 표고차가 없는 도심지 부근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

타나긴 하나 체 인 범람면   침수심 분포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5에 제시된 침수

흔 도와도 거의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 해안선 재 정도, 범람모의 결과  계산시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범람모의 용시 격자간격은 

20m 정도의 해상도에서 충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병렬 FEM 모델인 ADCIRC모델을 사

용해 마산지역을 상으로 2003년 태풍 MAEMI 사상

을 재 하고 범람역 mesh 구성에 따른 범람 상 재

정도를 검토하 다.

실제 측자료와 비교를 통해 검토된 해일  범람모

의에 한 용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되나 수립된 

모형의 최소격자는 5m로 안정 인 Wet/Dry 모의를 

한 계산 시간간격이 0.02sec로 매우 작게 설정되어야 

함으로 계산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자구성에 따른 해안선 재 정도, 범람모의 결과  

계산시간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범람모의 

용시 격자간격은 20m 정도의 해상도에서 충분한 성

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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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ve flume.

블록으로 피복된 수 구조물의 수리특성

Hydraulic Performance of Submerged Structure with Concrete Block

배일로1, 이종인2, 김 택3

Il Ro Bae1, Jong In Lee2 and Young Taek Kim3

1. 서론

잠제(수 구조물)은 일반 인 경사식방 제와는 달

리 구조물 상부가 수면아래 건설됨으로서 소 기능을 

통한 해안보호  해안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이 수면아래 치함으로 인해 미

을 해치지 않는 장 이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안침

식 책공법으로 수 구조물의 용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지만, 수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지침은 미흡

한 실정으로서 부분 일본해안 회에서 발간한 “인공

리  설계 가이드북(2004)”과 같은 일본의 자료를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 구조물의 기하학  제원, 구성재

료, 배치방법 등에 따른 랑의 소 성능을 체계 인 

수리실험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단

계이기는 하지만 콘크리트블록으로 피복된 수 구조

물의 소 성능에 한 실험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수

리실험은 2차원 수로에서 수행되었으며, 추후 3차원 수

리실험을 병행할 정이다

2. 실험시설 및 장비

본 실험에 사용된 단면수로의 제원은 폭 1.0m, 높이 

1.3m, 길이 50.0m이며, 기서보피스톤식 조 기가 설

치되어 있고, 규칙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다

(Fig. 1 참조). 본 수로는 조  면에 부착된 고계

에서 독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  흡수식 제어가 가

능하다. 단면 수리실험에 사용된 조 기는 스펙트럼 함

수에 의한 불규칙 와 각각의 성분 에 해 임의의 스

펙트럼 값을 입력하여 조 할 수 있으며, 고계, 압

계  유속계 등을 연결하여 동시에 32채 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수로내에 제체를 설치할 경우, 월   투

과  등에 의해 제체 ․후 수면의 차이가 순간 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 차이는 수로 양 끝단으

로 연결된 이 와 분할된 측면 수로를 통하여 제체 

․후면의 수 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 장치에서 

발생가능한 최 고는 0.75m, 주기는 0.5sec~8.0sec이

다.

3. 실험조건

본 실험에서는  콘크리트블록으로 피복된 수 구조

물을 상으로 구조물의 폭, 설치수심  구조물 상단

수심의 변화에 따른 입사 의 변화를 검토하 다. Fig. 

2는 본 실험에 용한 수 구조물의 형상으로서 는 

제체 면 수심으로서 =0.3m, 0.4m, 0.5m를 용하

으며, 는 수 구조물 상단 수심으로서 =0.1m와 

0.2m를 용하 다. 그리고 수 구조물의 상부폭( )

는 =0.25m, 0.5m, 1.0m, 2.0m, 3.0m를 상으로 하

1 남 학교 공학 학 해양토목공학과 / 박사과정 / bbgg3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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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structure in experiments.

으로 하 으며, 수 구조물의 사면경사는 양측 모두 

1:1.5이다. 구조물 면의 해 경사는 1:30이며, 본 실험

에 용된 콘크리트블록은 랑내습시 이동이 발생하

지 않는 조건이며, 불투과성 제체개념이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입사 는 구조물 면에서 쇄

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며, 입사 의 유의주기

()는 =1.0sec~3.0sec (=0.2sec), 유의 고

()는 =0.06m~0.22m (=0.02m) 범 에서 

각각의 제체 면 수심별로 쇄 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

까지의 랑을 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입사  

제원  수 구조물 제원에 해 정리한 것이 Table 1

이다.

실험시 조 시간은 300sec이며, 결과분석은 후반부 

약 205sec 동안의 자유수면 자료를 이용하 다. 결과분

석시 주된 은 수 구조물의 기하학  제원에 따른 

에 지감쇠이며, 상 고  평균수 상승을 주로 

검토하 다.

4.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 구조물에 의한 에 지감쇠를 검

토하기 해 구조물 면수심, 구조물 상단수심  구

조물 상단폭을 변경시키며 쇄 에 의한 내습 의 감쇠

에 해 실험 으로 검토하 다. 매우 많은 실험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몇가지 경우에 한 결

과를 수록하고, 추후 체계 인 분석을 통해 실험결과를 

제공할 정이다.

Fig. 3은 =0.3m, =0.1m이고 =1.4sec인 조건

에서 수 구조물의 상단폭의 변화에 따른 상 고를 

도시한 것이다. 동일한  주기조건에서 구조물 상단폭이 

증가할수록 쇄  등으로 인해 달 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용된 고조건  내습 의 고가 가장 

큰 경우에 수 구조물 후면에서 =0.5m인 경우에 

≒0.6,  =1.0m인 경우에 ≒

0.5, =2.0m와 =3.0m인 경우에 ≒0.4로 

계측되었다. 수 구조물의 상단폭이 증가할수록 달

되는 고는 감소하하는 경향을 보 으나, 상단폭이 크

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감 정도는 크지 않았다. 한 

상 천단수심()가  작을수록, 즉 동일한 천

단수심에서 입사 의 고가 증가할수록 랑이 감

정도는 증가하 다.

Fig.  4는 동일한 수 구조물 조건에서 입사 이 주

기가 미치는 향을 비교한 것이다. 반 으로 입사

의 주기가 증가할수록, 즉 랑의 비선형성이 작아질수

록 쇄 정도가 감소하여 달 고는 크게 나타났다. 

Fig. 5는 =0.5m, =0.2m이고 =2.0sec인 조건

에서 수 구조물의 상단폭의 변화에 따른 상 고를 

도시한 것이다. Fig. 3의 결와와 동일하게 동일한  주기

조건에서 구조물 상단폭이 증가할수록 달 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용된 고범 에서 

수 구조물 후면m이 달율은 =0.5m인 경우에 

=0.7~0.9,  =1.0m와 =2.0m인 경우에 

=0.6~0.9, =3.0m인 경우에 
=0.5~0.8로 계측되었다. 

Photo 1은 수 구조물의 실험장면이다.

본 결과는 단 조건에 한 결과로서 추후 상 천단

수심(), 상  천단폭( ) 등에 따른 달

의 특성을 분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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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epth

(, m)

wave

period

(, sec)

wave 

height

(, m)

wave

steepness

()

model structure

structure 
height

( , m)

width of
structure
( , m)

0.3
1.0~3.0

=0.2

0.06~0.14

=0.02
0.075~0.409 0.1, 0.2

0.25, 0.5, 

1.0, 2.0, 3.0

0.4
1.0~3.0

=0.2

0.06~0.18

=0.02
0.065~0.399 0.2, 0.3

0.25, 0.5, 

1.0, 2.0, 3.0

0.5
1.0~3.0

=0.2

0.06~0.22

=0.02
0.059~0.387 0.3, 0.4

0.25, 0.5, 

1.0, 2.0, 3.0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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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ve wave heights by submerged structure for =0.3m, =0.1m & =1.4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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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wave heights by submerged structure for =0.3m, =0.1m &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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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ve wave heights by submerged structure for =0.5m, =0.2m & =2.0sec.

   

   

<Photo. 1>  View of submerged structure.



삼분력계를 이용한 유공 이슨 작용 수평 력 계측

Measurement of horizontal wave force on the perforated caisson using triaxial 

load cell

오상호1, 오 민2, 장세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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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Young Min Oh

2
 and Se-Chul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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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공 이슨 방 제는 Jarlan(1961)에 의해 처음 개념

이 제시되고,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용 인 압 

공식 등이 제안된 이래(Goda, 1974; Goda, 1985; 

Tanimoto et al., 1984; Tanimoto and Takahashi, 1994) 

많은 연구  실용화가 이루어져왔다. 국내의 경우에도 

1990년 부터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  등, 1993) 시

공 실 은 거의 없었으나, 국가 주요 항만공사에 해 

턴키 사업이 용되면서부터 용 사례가 본격 으로 

확 되어 구조 형상이 다양한 다수의 유공 방 제가 실

용화된 바 있다.

유공 방 제는 랑 에 지를 일부 흡수하는 장 으

로 인해 반사율이 작아서 항내 정온도  방 제 주변

의 항로 유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슨

에 작용하는 압도 무공 방 제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공 이슨에 작용

하는 압  력에 해서는 규명되지 않은 연구 

역들이 있으며, 특히 유수실이 2개인 유공 2실 이슨 

방 제의 작용 력에 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삼분력계를 이

용하여 유공 1실  2실 이슨 방 제에 작용하는 수

평 력을 직  계측한 결과를 제시하 다. 실험은 규

칙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향후 불규칙  실험  

이 실험 결과를 토 로 보다 상세한 압 계측 실험을 

추가 으로 진행할 정이다.

2. 수리모형실험

2.1 삼분력계

삼분력계는 두 방향의 작용력(Fx, Fz)과 모멘트(My)

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로서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보인 일본 Nissho社의 LMC-3520 series 장비를 사용

하 다. 

<Fig. 1>  Picture of the triaxial loa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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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의 2차원 조 수조(길이 53.5 

m, 폭 1 m, 높이 1.25 m)에서 수행되었다. Fig. 2~3에 보

인 것처럼 수조 상부에 삼분력계를 지지할 수 있는 

임 거치 를 제작  설치하고, 아크릴로 제작된 유

공 이슨 모형을 삼분력계에 연결하 다. 이슨 모형

은 폭 59.5 cm, 높이 36.5 cm 다. Fig. 2~3에 보인 사진

은 유공 2실 이슨에 한 것이며, 유공 1실 이슨의 

경우  무공 이슨(유수실 면벽을 차폐한 경우)에

도 동일한 방법으로 삼분력계에 이슨을 거치하여 작

용 력을 측정하 다.

실험은 규칙 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주기가 

1.0, 1.3, 1.6, 2.0 s로 서로 다른 네 가지 경우에 하여  

고가 각각 10, 15 cm의 두 가지로 서로 다른 총 8가지 

경우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다만, 주기 1.0 s인 

경우에는 고 15 cm 조 를 목표로 하 으나, 실제로

는 고 13cm 이상에서는 쇄  발생 등으로 규칙 가 

제 로 생성되지 못하 기 때문에 고 13cm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Fig. 2>  Side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Fig. 3>  Front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Fig. 4  Fig. 5에는 각각 H=10 cm인 경우에 하여 

T=1.0 s인 경우와 T=2.0 s인 조건에 하여 조  후 30 s 

동안 삼분력계를 이용하여 계측된 수평 력의 시계열을 

나타내었다. Fig. 4의 경우에는 유공 1실  2실인 경우

의 작용 력이 무공 이슨의 경우와 주목할 만큼 큰 차

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Fig. 5의 경우에는 

무공 이슨에 작용하는 수평 력에 비해서 유공 이슨

의 력이 작으며, 유공 1실  2실의 변화에 따른 차이

는 상 으로 크지 않아서, 와는 다른 경향을 보 다.

  

Fx
(K

gf
)

<Fig. 4>  Comparison of horizontal forces when H=10 cm 
and T=1.0 s.

<Fig. 5>  Comparison of horizontal forces when H=10 cm 
and T=2.0 s.

이러한 경향은 고 15 cm인 실험 자료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Fig. 6과 Fig. 7에 보인 것처럼 주기 1.3 s

인 경우에는 비교  무공 이슨에 비해서 유공 1실  

유공 2실의 작용 력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주기 2.0 s인 경우에는 무공 이슨에 작용하는 력에 비

해서 유공 1실  2실의 력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실험 조건에 따라서 무공 이슨  유공 1실

과 2실 이슨의 총 작용 력의 상 인 크기가 조

씩 달라지기 때문에, Table 1과 2에 보인 것처럼 총 7개 



실험 조건에 하여 무공 이슨  유공 1실과 2실인 

경우의 최  수평 력 계측값을 나타내어 서로 비교하

여 보았다. Table 1에는 계측된 수평 력의 최 값

을 제시하 고, Table 2에는 수평 력의 최소값(-방

향으로의 최 값)을 제시하 다.

<Fig. 6>  Comparison of horizontal forces when H=15 cm 
and T=1.3 s.

<Fig. 7>  Comparison of horizontal forces when H=15 cm 
and T=2.0 s.

<Table 1>  Comparison of the positive maximum wave 
force measured by the triaxial load cell (kgf)

고(cm) 주기(s) 무공 유공1실 유공2실

10

1.0 13.17 15.47 12.51

1.3 15.41 15.49 12.98

1.6 17.14 12.06 12.29

2.0 13.50 10.99 10.64

15

1.0 15.89 16.97 16.70

1.3 21.36 21.83 18.28

1.6 23.09 18.40 18.46

2.0 21.67 17.56 16.52

<Table 2>  Comparison of the negative maximum wave 
force measured by the triaxial load cell (kgf)

고(cm) 주기(s) 무공 유공1실 유공2실

10

1.0 16.00 11.06 10.57

1.3 13.31 10.41 9.31

1.6 15.21 10.45 10.66

2.0 11.94 9.32 9.51

15

1.0 15.83 13.47 14.55

1.3 20.07 13.51 13.74

1.6 17.73 14.13 16.21

2.0 19.17 13.47 13.06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무공 이슨에 비해서 유공 이슨의 력이 상

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유공 1실에 

비해서는 유공 2실의 총 력이 체로 작은 경우

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Table 2에 제시

한 음(-)방향의 력의 경우에는 무공 이슨에 비해

서 유공 이슨의 경우가 항상 작은 값을 나타내며 

주기에 따른 추세도 상 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무공 이슨 최  력에 한 유

공 이슨 최  력의 비율을 양방향  음방향 

최 값에 하여 각각 제시한 Fig. 8과 Fig. 9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유공 1실 이슨

의 경우 주기가 1.0 s인 조건에서는 무공 이슨에 

비해서 더 큰 수평 력이 계측된 반면, 주기가 감소

함에 따라서 차 그 비율이 감소하여 주기 1.6 

2.0 s인 경우 무공 이슨의 약 70~80% 수 으로 

력이 감소하 다. 유공 2실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

향이 나타나며, 반 으로 유공 1실의 경우에 비해

서 더 낮은 값을 보 다. 한편, 고 변화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체 으로는 무공 이슨에 비해서 유공 1실 

이슨의 경우 8%, 유공 2실 이슨의 경우 15% 

정도 압이 감소하 다.

반면에, Fig. 9에 보인 것처럼 음방향 최  력

의 경우에는 반 으로 무공 이슨에 비해서 유

공 이슨의 경우의 력이 작았으며, 주기에 따른 

경향성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체 으로는 무공 

이슨에 비해서 유공 1실 이슨의 경우 33%, 유공 

2실 이슨의 경우 34% 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

측되었다.



<Fig. 8>  Ratio of the maximum positive forces 

<Fig. 9>  Ratio of the maximum negative forc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삼분력계를 이용하여 무공  유공

이슨에 작용하는 총 수평 력을 계측하 으며, 체로 

무공 이슨에 비해서 유공 이슨의 총 력이 감소하

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유공 이

슨에 한 압 산정식(Tanimoto et al., 1984)에서도 어

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 본 실험에서 유

공 1실과 유공 2실 이슨의 작용 력을 비교해 본 결

과로는 양방향 최 력의 경우 유공 2실 이슨이 약 

7% 정도 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본 실험은 규칙 를 상으로 특정 유공 이

슨 단면에 해서 제한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실험 결과를 실제 설계 상에 용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여러 다양한 조건에 해서 더욱 심도 있는 향

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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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벽 면에서의 고분포  실험: 규칙  조건

Experiments of Wave Heights in front of Perforated Wall

 under Monochromatic Wave Conditions

문강일1, 임호석2, 이종인3

Kang Il Mun1, Ho Seok Lim2 and Jong In Lee3

1. 서론

직립식 구조물을 상으로 연 특성에 한 기존 연

구에서 무공형태의 직립벽(plain wall)에 한 수리실

험  수치해석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지만, 경사입사  

조건에서 직립 유공벽(perforated wall)에 한 연 특

성 연구는 상 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부분은 비월 조건에서 무공형태의 

직립벽을 상으로 규칙 , 불규칙 , 고립   크노

이드  등을 용하여 수치해석  수리실험을 통해 연

특성을 검토하 다(Perroud, 1957; Melville, 1980; 

Yue와 Mei, 1980; Berger와 Kohlhase, 1976; Liu와 

Yoon, 1986; Yoon과 Liu, 1989; Mase 등, 2002). 주된 연

구내용으로는 랑과 구조물이 이루는 각에 따른 연

특성, 랑의 비선형에 따른 연 특성, 그리고 랑특

성에 따른 연 의 발달 등이다. 국내 연구로서 이종인

과 윤성범(2006), 이종인 등(2008)  유형석 등(2010)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립 유공벽에 한 연 특성을 검토

하기 해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수리실험은 비쇄

조건의 일정수심상에서 수행되었으며, 입사 는 규칙

를 상으로 하 다. 수리실험에서 입사각, 주기  

고의 변화, 직립 유공벽의 유수실 폭에 따른 변화  

유수실 내 격벽의 유무 등에 따른 제체 면의 고분

포를 계측하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 하 다. 한 직립 

유공벽에 한 고분포는 직립 무공벽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 을 검토하 다.

2. 실험시설

2.1 실험시설 및 장비
본 실험에 사용된 조 기는 다방향 불규칙  조 기

로서 규칙 , 일방향 불규칙   다방향 불규칙 의 

조 가 가능한 사형(snake-type) 조 기이다. 조 기 

각 구동부에 연결된 조  하나의 폭은 0.5 m, 높이는 

1.1 m로서 조 기의 체폭은 30 m이고, 조 기는 60

개의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서보피스톤식이

다. 조 기는 최 수심 0.7 m, 최 재 고 0.3 m, 재

주기 0.5 sec～3.0 sec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평면수조는 길이 42 m, 폭 36 m, 높이 

1.05 m이다.

2.2 실험영역
연 특성에 한 수리실험을 해 술한 다방향 조

수조 내에 길이 20m의 직립 유공벽을 설치하 다. 수

리실험은 유한한 수조내에서 수행되므로 구조물에 의

한 반사 를 히 소 시키지 못하면 실험결과의 신

뢰도가 하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조 기 반 편

의 수조벽에 1:12 경사의 쇄석을 배치하여 반사 를 제

어하 으며, 조 기 후면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 시

설을 설치하여 조 기 후면에서 발생하는 랑을 제어

하 다. 그리고 수조의 좌․우측면은 스테인리스 재질

의 소 시설  쇄석을 설치하여 양측벽면에 의한 반사

를 제어하 다(Fig. 1 참조).

실험모형은 조 기 면으로부터 5m, 조 기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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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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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3m 떨어진 치에서부터 설치하 으며, 조

기 면으로부터 일정구간은 조 기에 의해 발생된 

랑을 유도하고, 조 기 후면으로부터 발생된 반사 가 

실험 역내에 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해 불투

수성 유도 을 설치하 다. Fig. 1은 실험 역  모형

설치 개념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는 구조물과 입사

가 이루는 각이며, 계측지 의 원 (  )은 조 기 

면 5m, 조 기 측면 3m에 설정하 다.

3. 실험모형 및 실험조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직립 유공벽 모형은 아크릴로 제

작하 으며, 모형의 폭( )과 높이( )는 0.6 m이

며, 길이는 20 m이다. 실험은 일정수심상에서 규칙 를 

상으로 수행하 으며, 실험에 용된 수심()은 

0.45 m로서 정수면으로부터 구조물 상단까지의 여유고

()는 0.15 m이다. 유공부 체 높이는 0.138 m이고, 

정수면으로부터 유공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075 

m, 정수면으로부터 유공부 하단까지의 거리()은 

0.063 m이다. 그리고 유수실 폭()는 0.125 m와 0.250 

m를 용하 으며, 면 유공벽(front wall)은 =0.015 

m, =0.02 m, =0.01 m, =0.03 m이며, 유공부 구간

만을 상으로 하 을 때 유공율은 약 30.8%이다. 그리

고 단 함체의 길이( )는 0.78 m이고 유공벽의 두께()

는 0.01 m이다(Fig. 2 참조). 실험시 랑에 의해 직립구

조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내부에 쇄석을 채워 량을 확

보하 으며, 구조물 높이 0.6 m와 수심 0.45 m는 연

에 의해 월 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실험에 용된 입사  조건은 실험시 쇄 가 발생하

지 않는 조건이며, 구조물과 입사 가 이루는 각( )은 

0°, 10°, 20°, 30°, 40°이다. 수리실험에 사용된 조 기가 

사형조 기이므로 경사입사 를 재 할 수 있으나, 입

사각이 커질 경우에는 회 로 인해 실험결과의 정확

도가 하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입사 는 조 선에 

직각방향의 일방향으로 조 하고 직립 유공벽 모형의 

설치각도를 변경시켜 입사각( )을 조 하 다. 실험

에 용된 입사  조건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사입사  내습시 직립 유공벽 

면을 따른 고분포 실험에서 면 유공벽은 Fig. 

2(c)와 같이 일정하지만, 격벽(side wall)은 격벽이 없는 

경우, 격벽이 무공벽(plain wall)인 경우와 격벽이 유공

벽(perforated wall)인 경우에 해 수행하 다(Fig. 

2(b) 참조). 격벽이 유공벽인 경우는 Fig. 2(c)의 유공부 

제원과 동일하다.

<Fig. 2>  Model Structure.

4. 결과분석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경사입사  내습시 

유공벽 면에서의 고분포에 한 수리실험을 수행

하 다. Fig. 3은 M12의 입사  조건에서  =10˚와 

=20˚인 경우의 유공벽 면에서의 상 고를 도시한 

것으로서 무공 직립벽인 조건, 격벽이 없는 조건, 격벽

이 무공인 조건과 격벽이 유공인 조건을 비교한 것이



다. 격벽이 없는 유공벽의 경우에는 ≒6까지는 무

공벽에 비해 고가 작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무공

벽과 거의 동일한 고분포를 보이며, 면벽이 유공벽

인 조건에서 격벽의 형식이 무공인 경우와 유공인 경우

의 고분포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즉, 연 감 등을 목

으로 유공형 방 제 는 안벽을 선택할 경우, 격벽

의 형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격벽의 유무는 

면 고분포에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최근 항만

구조물 설계에서 격벽을 유공 slit라고 보기 어려울 정

도로 비교  큰 하나의 사각형 유공형으로 설계하는 사

례가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본 실험결과를 감안할 경

우, 이러한 경우에 경사입사 에 의한 랑 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Fig. 4는 Fig. 3과 동일한 조건에서 입사  조건이 

M11인 경우와 M12인 경우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M12

인 경우는 M12인 경우에 비해 입사 의 비선형성이 2

배인 조건이다. 입사 의 비선형성이 상 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두 입사  조건의 상 고는 유사하게 나

타났지만, 랑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M12의 경우가 

M11의 경우에 비해 상 고가 약간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5는 M12인 입사  조건에서 구조물 직각방향으

로 고를 계측한 자료로서 구조물 형상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면벽이 유공벽이지만 격벽

이 없는 경우는 면벽이 무공인 경우와 상 고의 크

기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격벽이 없는 경우

는 면 유공벽에 의한 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면벽이 유공벽이고, 격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격벽의 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제

체 면에서 작은 상 고가 계측되었다. 제체 면의 

고가 작다는 것은 근고블록 등과 같은 제체 하부 구

조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박 등이 안하는 유공안벽인 경우에는 제체 면의 

고가 작기 때문에 선체동요는 무공안벽에 비해 작게 

나타날 것으로 측된다.

본 실험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조건

에 해 수행되었으며, 추후 보다 자세한 실험결과를 

발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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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ave

period

(, sec)

wave 

height

(, m)

relative 

water depth

()

nonlinearity
of incident wave incident

angle

( )

water

depth

(, m)
relative 

wave height
( )

wave 
steepness

()

M11 0.9 0.03 2.284 0.0677 0.1522  0°

10°

20°

30°

40°

0.45
M12 0.9 0.06 2.284 0.1333 0.3045

M21 1.6 0.03 0.954 0.0677 0.0636

M22 1.6 0.06 0.954 0.1333 0.1272

<Table 1>  Incident wave conditions.

<Fig. 3>  Relative wave heights along a perforated wall by structure types for M12.

<Fig. 4>  Relative wave heights along a perforated wall by structure types and incident wave heights for =10˚ 

<Fig. 5>  Relative wave heights normal to a perforated wall by structure types at  15 for M12.



새만  방조제 배수갑문 운 에 따른 홍수  산정 방안

Method of flood level determination as working sluice gates of 

Saemangeum tide embankment

김동주1, 정재상2, 김지성3, 송 구4

 Kim, Dong-Ju1, Jung, Jae-Sang2 Kim, Jisung3 and Song, Hyun-gu4

1. 서  론

우리나라 최 의 심해 간척사업인 새만 방조제는 

1993~2010년까지 약 17년간의 시공 끝에 완공되었다. 

새만 방조제의 완공과 더불어 재는 새만  내부 개

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  방조제의 

시공  완공과 더불어 동진강, 만경강 하구의 해양 수

리환경은 격한 변화를 과거 겪었으며, 향후 이루어질 

새만  내부개발 역시 새만  내측 수리특성에 큰 변화

를 주리라는 것은 쉽게 측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계획된 새만  내부개발 계획을 반 하고, 새만  

방조제의 배수갑문(가력  신시 배수갑문) 운 여건

을 고려한 새만  내부 홍수  산정 방안에 해 기술

한다. 새만  외부의 조석 상, 동진강  만경강 유역

의 홍수   모의 그리고, 내외 수 차에 따른 새만

 배수갑문의 유출 상 등 3가지 수리 상을 수치

으로 재 하고,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새만  

방조제 내측의 홍수 를 산정하 다. 조석  하천 흐

름의 수치해석을 해서 수심 평균된 천수방정식을 지

배방정식으로 하는 Delft3D-Flow 모델을 사용하 다. 

조석 재 을 해서 1981~2011년 까지의 31년간의 국

립해양조사원 군산외항 조  측자료를 분석하여 배

수갑문 운 에 가장 불리한 조차가 가장 작은 기간을 

선정하여 용하 다. 한 배수갑문 근처의 홍수 도달

시간이 새만  내부 홍수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해 다양한 홍수 도달시간에 해 모의하여 새만  내

부 홍수 를 산정하 다. 

2. 모델 구축

2.1 격자망 구성
모델의 해석 범 를 설정할 때 우선 으로 고려할 사

항으로는 설정한 역에서의 교란으로 인한 조석운동

의 향이 심 역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 모형에서 

방조제로 인한 향이 미치지 않고 개방경계에서 물리

상의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하여 새만  방조제로

부터 최소 18km의 충분히 거리를 두어 결정하 다. 

동진강․만경강의 경우 하천경계는 농림수산식품부

(2008)에서 횡유입 지 으로 설정한 곳으로 설정하

다. 동진강의 경우 가력배수갑문으로부터 41.03km(동

진 교에서 11.32km), 만경강의 경우 갑문으로부터 

57.75km(만경 교에서는 23.09km) 떨어진 지 으로 

경계를 설정하 다.

상 해역의 격자망 구성은 Fig. 1과 같이 UTM 좌표

계에서 Curvilinear Orthogonal Grid를 용하 다. 서

쪽에서 동쪽방향으로 347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450개의 격자로 격자망을 구성하 다. 따라서 총 

156,150개의 격자 으로 구성되었다. 격자망 구성에서 

새만 호 내측과 외측의 주 흐름 역이 되는 신시  

가력배수갑문 부근의 경우 상세한 흐름특성을 재 하

기 하여 격자를 보다 조 하게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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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ids for calculations

2.2 경계 조건
수치해석을 한 지형자료는 정부의 종합개발계획

에 따른 호내 설계획(한국수자원공사, 2011)과 새만

 종합개발계획(국무총리실, 2011)을 반 하여 작성

되었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새만  계산 역의 개방 경

계 조건은 북측 외해경계를 3개 구간, 서측 외해경계를 

8개 구간으로 나 어 설정하 다. 경계조건에 들어가

는 조화상수는 1998년 개발한 ‘황해 역모델’로부터 경

계구간에 해 1년동안의 조 를 발생시키고, 발생조

에 하여 Delft3D-Tide 모듈을 이용하여 조석 조화

분해 결과를 사용하 다. 도출된 조화상수값은 M2, S2, 

K1, O1 등을 포함한 38개의 분조에 한 것이다. 조  

재 을 한 개방경계조건  수심은 Fig. 2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Fig. 2>  Open boundary condition and water depth

모델의 해석 범 를 설정할 때 우선 으로 고려할 사

항으로는 설정한 역에서의 교란으로 인한 조석운동

의 향이 심 역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 모형에서 

방조제로 인한 향이 미치지 않고 개방경계에서 물리

상의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하여 새만  방조제로

부터 최소 18km의 충분히 거리를 두어 결정하 다. 

동진강․만경강의 경우 하천경계는 농림수산식품부

(2008)에서 횡유입 지 으로 설정한 곳으로 설정하

다. 동진강의 경우 가력배수갑문으로부터 41.03km(동

진 교에서 11.32km), 만경강의 경우 갑문으로부터 

57.75km(만경 교에서는 23.09km) 떨어진 지 으로 

경계를 설정하 다. 만경유역  동진유역의 지 별 시

간-유량곡선은 Fig. 3과 같다.

(a) Mankyung Area

(b) Dongjin Area
<Fig. 3>  100-year frequency flood discharge

3. 모델 검·보정

3.1 배수갑문 검·보정
본 연구에서는 배수갑문의 해석을 해 배수갑문을 

통한 흐름을 암거(culvert)를 통과하는 흐름으로 간주

하고 유량공식을 산정하 다. 그 이유는 배수갑문 호측 

시 부터 해측 종 까지 70m가 가량의 콘크리트 수로 



형태로 되어 있고 배수갑문 개방시 Gate 하단고의 경우 

호측은 EL.(+)4.4m, 해측은 EL.(+)4.1m로 홍수시에도 

게이트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배

수갑문을 통한 방류 흐름은 높이가 매우 높은 직사각형 

암거(culvert) 통과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직

사각형 암거를 통한 흐름은 Bodhaine(1982)  

French(1986)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 계산되었다. 배수

갑문의 유량계수는 박 진(2007)에 의한 실측치와 상

기의 방법을 통한 계산치와의 비교를 통해 산정되었다. 

산정 결과 배수갑문의 유량계수는 0.94로 계산되었으

며, 평균 오차는 4% 이내로 나타났다. 실측치  계산치

의 비교결과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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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discharge throughout tidal 
gates

3.2 조위 및 수위 검·보정
새만  방조제 외측의 조   새만 호 내측의 수

는 2007년 4월 8일 00:00부터 4월 15일 23:50 까지의 실

측자료와 본 연구를 통한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모델을 검·보정 하 다. 검·보정 결과는 Fig. 5  Fig 

6와 같으며, 실측치와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Tidal level of outer sea of Saemangeum tide 
embankment

<Fig. 6>  Tidal level of inner point of Saemangeum tide 
embankment

4. 홍수위 산정

농어 연구원(2008)에 따르면 조석조건이 소조기일 

때 배수갑문을 통한 방조제 호내 홍수량의 배재가 어려

우므로 최 홍수 가 더욱 상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조석조건은 소조기로 선정하 으며, 국립해양조사

원 군산외항 지 의 31년간(1981~2011)의 조 측자

료를 토 로 조차가 가장 작은 최악 조건을 찾아내었

다. 한 홍수  유입시기를 1시간 단 로 계산하여, 홍

수  도달 시간에 따른 홍수 의 향을 반 하 다. 

사실상 100년 빈도의 홍수 발생과 조차가 아주 작은 조

 조건  최  홍수 가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발생 시

간 등이 일치될 확률은 매우 작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

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해수

면은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

경에서 장기  랜을 통해 개발되는 새만 의 경우 이

와 같은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여 홍수 를 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새만  홍수  산정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새

만  방조제 외측의 조 와 신시배수갑문  가력배수

갑문 배후의 수 를 함께 도시하 다. 새만  홍수  

산정을 한 조 조건은 2008년 2월 26일 ~ 3월 4일 까

지의 조건을 용하 으며, 홍수량은 100년빈도를 기

을 하 다. 홍수 의 도달시간은 신시배수갑문을 기

으로 2008년 3월 1일의 조  조건에 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홍수 의 도달시간은 술한 바와 마찬가

지로 1시간 단 로 홍수  도달시간별 수치해석을 통

해 가장 홍수 가 높은 조건을 기 으로 하 다. Fig. 7

에서 신시  가력 배수갑문에 도달한 홍수 에 의한 

수 가 외조  조건과 배수갑문의 운 에 따라 변화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최 홍수 는 2008년 3월 2

일 15:30경의 조  조건에서 략 으로 EL.(+)1.0m 가

량으로 계산되었다.



Time(day)

W
at

er
Le

ve
l(

E
L.

m
)

-2.0

-1.0

0.0

1.0

2.0

GaryeokGate
Sinsi Gate
Outer Tidal Level

3.04. 00:503.01 06:00 3.01. 23:00 3.02. 15:30 3.03. 08:10

<Fig. 7>  Tidal level of inner point of Saemangeum 
tide embankment

5. 결  론

새만  종합개발계획이 확 됨에 따라 상류측 빈도

별 유입 홍수량에 따른 새만 호 내부의 홍수   흐

름특성 분석 등 수리학  검토를 실시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새만  방조제 외측의 조 상과 새만  내부 

 동진강, 만경강 수역의 하천흐름 상  배수갑문 

운 에 따른 새만  내부 수량의 방류 등 크게 3가지 수

리 상을 Delft3D-Flow 모델을 통해 재 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새만  내측 홍수 에 해 검토하

다. 외부 조  재   새만  내측의 수  변화는 측

치와 비교 결과 매우 잘 일치하 다. 배수갑문의 유량

계수는 박 진(2007)의 실측치와 비교하여 최소의 오

차가 되는 값을 용하 다. 배수갑문의 흐름은 

Bodhaine(1982)의 방법을 용하 으며, 실측치와 비

교 결과 거의 일치하 다. 

새만  호내 홍수 는 31년간의 조 측자료 분석

을 통해 최악의 조 조건을 선정하 으며, 홍수  도달 

시간별 분석을 통해 최악의 홍수 발생시간을 결정하

다. 이상의 조건에서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새만  내

부 홍수 를 산정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법은 향후 방조제  조력

발 소 건설시 내측의 홍수  산정에 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수갑문을 통

한 흐름은 기존의 경험식이 아닌 주변 지형조건과 3차

원 효과  난류 상을 재 할 수 있는 3차원 모델을 통

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배수갑문의 해석과 

방조제 외측  내측의 흐름을 해석하는 2차원 모델과

의 coupling 방안 등에 한 연구도 추가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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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랑 측 스펙트럼에서 풍 와 울의 분리

Separation of Wind Sea and Swell from Ocean Wave Spectra 

at Seogwipo Port

김건우1, 정원무2, 류경호3, 윤성범4

 Gunwoo Kim1, Weon Mu Jeong2 , Kyung Ho Ryu3 , and Sung Bum Yoon4

1. 머리말

바다에서 측되는 랑 스펙트럼은 랑을 생성하

는 여러 원인(근방에서 부는 바람과 먼 곳에서 발생한 

기압 등)에 의해 생성된 랑을 모두 포함한 주기별, 

방향별 에 지 분포를 보여 다. 보통의 경우 체 스

펙트럼이 요한 의미를 갖지만, 체 스펙트럼을 구성

하고 있는 개별 인 랑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를 발생원에 따라 개별 인 요소로 분리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상상태가 국지 인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풍

(wind-generated wave)와 울(swell)이 공존하는 

경우에, 에 지 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발생원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첨두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첨두치가 두 개 이상인 가 발생할 확률은 약 

10%-3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anuvachapun, 

1987; Guedes Soares, 1991). 풍 와 울은 해양구조물

의 설계, 소형선박의 운용, 항구(港口)에서 선박의 입출

항에 있어서 요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해상상태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풍 와 울을 서로 분리하여 

해석, 분석할 필요가 있다.

측한 랑스펙트럼으로부터, 발생원에 따라 에

지를 분리하는 연구는 방향스펙트럼으로부터 바람의 

향을 고려하여 분리하는 방법(Hasselmann et al. 

1996; Young and Glowacki, 1996; Voorrips et al. 1997, 

Thomas, 1988; Lionello et al., 1992; Hanson and 

Phillips, 2001; Quentin, 2002)과 주 수스펙트럼으로

부터 바람의 향을 고려하지 않고 분리하는 방법(  

Wang and Hwang, 2001; Violante-Carvalho et al. 

2002)이 연구되어 왔다. 바람의 향과 향을 모두 고

려하면 풍  성분을 좀 더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재 

우리나라에서는 방향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수압식 

고계가  연안지역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용 인 면에서 주 수 스펙트럼으로부

터 풍 와 울을 분리하는 방법이 연안에서 측된 

랑스펙트럼에 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항 인근에서 2008년 8월 측

한 랑스펙트럼에 Wang and Hwang (2001)의 방법으

로 용하여 그 용성을 검토하 다.

2. 파형경사법

풍 와 울을 분리하는 실용 인 방법이 Wang과 

Hwang(2001)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이를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불규칙한 랑장에서, 주어진 주 수 이

상의 랑성분의 평균 형경사는 다음과 같이 표

장과 표 고의 비로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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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고와 표 장이다. 선형 분선 계식을 사용

하면, 표 장은 다음과 같이 표주기에 의해서 표

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력가속도이다. 표 고와 표주기

는 랑스펙트럼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4)

여기서, 와 는 랑스펙트럼 모멘트이고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5) 

여기서, 는 방향성분이 없는 랑 주 수 스펙

트럼이고, 는 주 수 스펙트럼의 상한이다. 가 

의 하한 이면, 와 는 각각 유의 고와 평

균 상향주기이다. 의 식 (2), (3), (4)를 식 (1)에 

입하면 형경사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6)

Wang and Hwang (2001)은 여러 풍속에 하여 PM 

스펙트럼에 한 형경사함수를 구하고, 형경사를 

최 로 하는 주 수 과 풍속 의 계를 회귀분석

을 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 다.


                  (7)

풍 의 상속도 는 풍속 보다 작아야 하므로, 풍

와 울의 분리주 수 는 그 상속도 가 풍속 

와 같도록 하는 주 수로 결정된다. 이로부터 분리 

주 수 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7)

3. 실측자료와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2008년 8월  수

압식 고계로 측된 주 수 스펙트럼을 상으로 

Wang and Hwang (2001)의 분리부 수 개념을 용하

여, 그 용성을 검토하 다. 이 때, 풍 의 유의 고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다.

                    (8)

여기서,  



.

그리고,  울의 유의 고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9)

여기서,  



.

Fig. 1 에 2008년 8월의 와 의 시계열을 도시

하 다. 실선은 체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된 유의

고이고, O는 풍 의 유의 고, +는 울의 유의 고이

다. 시기에 걸쳐서 풍 가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

다.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자료에서는 체 에

지로 계산된 유의 고와 풍 의 유의 고가 거의 같았

으며, 울의 유의 고는 최  0.4 m정도로 매우 작게 

계산되었다. 그러나, 8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유의

고 1.8 m에 달하는 랑이 먼  온 후, 유의 고 2.6m에 

달하는 랑이 측되었으며, 이 , 기에 측된 

랑은 울에 의한 랑으로 분석되었으며, 후기에 측

된 랑은 풍 인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Fig. 1>  Time history of the separated significant wave 
height of wind sea (circles) and swell (crosses) during 1-31 

Aug 2008 from the pressure-type wave recorder in the 
Seogwipo port.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해서, 유의 고 1.8 m의 

울이 측된 8월 21일 10시 30분의 랑스펙트럼과 이

때의 분리주 수를 Fig. 2에 도시하 다.  랑스펙트럼

의 첨두주 수는 0.070 Hz (주기 14.3 ) 으며, 분리주

수는 0.134 Hz (주기 7.5 )로 계산되어서, 랑에

지의 부분이 울로 정되었다.

<Fig. 2>  Wave spectrum and separation frequency from the 
pressure-type wave measurement device at 08/8/21, 10:30.
그리고, 풍 와 울이 공존하는 것으로 정된 8월 

22일 6시 정각의 랑스펙트럼과 이 때의 분리주 수

를 Fig. 3에 도시하 다. 랑스펙트럼은 첨두주 수가 

0.078 Hz (주기 12.8 )와 0.164 Hz(주기 6.1 )인 

형 스펙트럼이었으며, 분리주 수는 0.121 Hz (주기 8.3

)로 계산되었다. 분리주 수가 풍 와 울 성분을 

잘 분리하도록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  Wave spectrum and separation frequency from the 
pressure-type wave measurement device at 08/8/22, 06:00.

마지막으로, 풍  성분이 지배 인 유의 고 2.6m 

의 가 측된 8월 23일 1시 30분의 랑스펙트럼과 

이때의 분리주 수를 Fig. 4에 도시하 다. 랑스펙트

럼은 첨두주 수가 0.102 Hz (주기 9.8 ) 으며, 분리

주 수는 0.066 Hz (주기 15.2 )로 계산되어서, 랑에

지의 부분이 풍 로 정되었다.



<Fig. 4>  Wave spectrum and separation frequency from the 
pressure-type wave measurement device at 08/8/23, 01:3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항 인근에서 측된 랑 스펙

트럼에 해서 풍 와 울을 분리하는 기법을 용

하여 그 용성을 검토하 다. Wang and 

Hwang(2001)의 방법을 용하여 주 수스펙트럼으

로부터 풍 와 울을 성공 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바람자료가 필요 없는 장 이 있으나, 심해

 가정에서 유도되었으며, 특히, 바람에 의해서 완

히 성장한 풍 를 가정하므로, 천해 에 해서는 완

히 용가능하다고 단하기는 성 한 것으로 보

인다.  향후 다양한 측자료에 용하여 그 용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Hanson, J.L. and Phillips, O.M. (2001). Automated 
analysis of ocean surface directional wave 
spectra. J. Atmos. Oceanic Technol., 18, 
277-293.

Hasselmann, S., K. Bruning, K., Hasselmann, K., 
and Heimbach, P. (2006). An improved 
algorithm for retrieval of ocean wave spectra 
from systhetic aperture radar image spectra. J. 
Geophys. Res., 101, 16615-16629.

Lionello, P., Grunter, H., and Janssen, P.A.E.M. 
(1992). Assimilation of altermeter data in a 
global third-generation wave model. J. Geophys. 
Res., 97, 453-474.

Quentin, C., (2002). Etude de la surface oceanique, 
de sa signature radar et de ses interactions avec 
le flux turbulent de quantite de mouvement dans 

le cadre de l'experience FETCH (in French). Ph. 
D. thesis, Universite de Paris, 263 pp.

Thomas, J. (1988) Retrieval of energy spectra from 
measured data for assimilation into a wave 
model. Quart. J. Roy. Meteor. Soc., 114, 
781-800.

Violante-Carvalho, N., Parente, C.E., Robinson, 
I.S. , and Nunes, L.M.P. (2002) On the growth 
of wind generated waves in a swell dominated 
region in the South Atlantic. J. Offshore Mech. 
Arctic Eng., 124, 14-21.

Voorrips, A.C., Makin, V.K., and Hasselmann, S. 
(1997). Assimilation of wave spectra from 
pitch-and-roll buoys in a North Sea wave model. 
J. Geophys. Res., 102, 5829-5849.

Wang, D.W., and Hwang, P.A. (2001). An 
operational method for separating wind sea and 
swell from ocean wave spectra. J. Atmos. 
Oceanic Technol., 18, 2052-2062.

Young, I.R., and Glowacki, T.J. (1996). 
Assimilation of altermeter wave height data into 
a spectral wave model using statistical 
interpolation. Ocean eng., 23, 667-689.



셀 구조물의 체 과 항복하 과의 상 계에 한 연구

An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olume and the Yield Load 

of Cellular Bulkhead

장정욱1, 김 국2, 이재석3,황해룡4 ,정진교5

 Jang Jeong Wook1, Kim Hyun Guk2 , Lee Jae Seok3  , Hwang Hae Yong4 and Chung Chin Gyo5

1. 서론

셀 구조물이란 일정한 크기의 원통형 구조물을 해상

에 일렬로 거치하거나 근입하여 그 내부에 모래나 자갈 

등의 채움재를 채워 외력에 하여 항하는 력식 구

조물이다. 셀 구조물은 설치와 동시에 채움재를 채우게 

되므로 조기안정화가 가능하며, 구조가 단순하여 속

시공이 가능하고 수 성이 뛰어나다는 등의 장 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셀 구조물은 가설

구조물에서부터 안벽이나 호안과 같은 구구조물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이용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해안  해양에 건설 는 계획되고 있는 풍력발 기의 

하부구조물로써의 용성 한 높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셀 구조물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지며 용

도  건설 환경에 따라 그 크기  형태 한 다양하다.  

형태  크기에 따라 셀 구조물의 거동 특성 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셀 구조물의 체 에 따른 거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으며,  구체 으로는 셀 구조물

의 체 과 항복하 과의 상 계를 구명하고자 하 다. 

셀 구조물의 거동특성은 실물 크기의 모형실험을 통

하여 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으나 이에는 상당

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석  기법에 의하여 그 거동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직경비가 다른 셀 모형을 이용하여 재

하높이  근입비를 변수로 하는 모형실험을 수행하

으며, 한 동일 조건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실험과 해석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셀 구조물의 체 이 항복하 에 미

치는 향에 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2. 해석적 기법의 검증

2.1 모형실험
Fig. 1은 모형실험 장치의 체 개요를 나타내고 있

다. 길이 150㎝, 폭 100㎝, 높이 100㎝인 토조에 10층으

로 나 어 각 층마다 다짐 으로 다져 단 량 1.5t/

㎥의 균질한 지반을 조성하 다.

<Fig. 1> 모형실험 장치의 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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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ype

 
        

 

지반 M.C 1.5 35 0.0 0.3 1000

채움재 M.C 1.5 35 0.0 0.3 1000

강 셀 Elastic 2.5 - - 0.3 2×10⁶

<Table 1>  해석에 사용된 정수

× ×   
   

 

용 값 


× 0.0 10000 3000

<Table 2> 경계요소 항목별 값

B/H
상부재하 부재하

D/H=0 D/H=0.25 D/H=0 D/H=0.25

1.00 CASE 1 CASE 2 CASE 3 CASE 4

0.87 CASE 5 CASE 6 CASE 7 CASE 8

0.76 CASE 9 CASE 10 CASE 11 CASE 12

0.60 CASE 13 CASE 14 CASE 15 CASE 16

0.49 CASE 17 CASE 18 CASE 19 CASE 20

<Table 3> 체 실험  해석의 CASE

< F ig . 4> 
상부재하

<Fig. 5>  
부재하

<Fig. 2>  모형셀

                                                                                         

본 실험에서는  B/H(직경비)와 D/H(근입비)에 따라

총 10종류의 모형 셀을 사용하 다. 모형 셀은 두께 

0.03mm의 스테인리스 강 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Fig. 2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형 셀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 셀을 지반에 거치 는 근입한 후, 셀 내부에 채

움재를 4단계로 층 다짐하여 단 량이 1.5t/㎥ 이 되

게 하 다. 재하는 폭 4㎝, 두께 0.03㎜의 스테인리스 밴

드를 모형 셀에 착되도록 설치하여 밴드와 Load cell

을 연결하고, Load cell과 하  을 와이어로 연결한 

후 하  에 추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 

2.2 유한요소해석
MIDAS/GTS 로그램을 사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 해

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한 정수는  Table  1과 같다.

채움재와 강  셀은 서로 다른 재료이므로 둘 사이의 

면의 거동을 묘사하기 해서는 경계요소를 용

해 주어야 한다. 경계요소의 항목별 값은  Table  2에 정

리하 다.

  Fig. 3은  셀 요소생성, Fig. 4와 5는 하 재하의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직경비별 셀 요소 생성
 

Fig.  6은 유한요소 해석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①각 요소 용 값 입력

②Soli 생성(지반,채움재) ③요소생성 

④하 재하 ⑤시공단계 정의 
<Fig. 6> 유한요소 해석 순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셀의 B와 H의 비를 기 으로 하

 재하 치별로 D/H를 달리하여 총 20 CASE의 실험

과 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3은 체 실험  해석의 

CASE를 정리한 표이다.



B/H
모형실험(kgf) 유한요소해석(kgf)

D/H=0 D/H=0.25 D/H=0 D/H=0.25

1.00 10.38 13.31 11.02 13.87

0.90 9.37 12.02 9.80 12.39

0.75 8.21 10.70 8.17 10.49

0.60 6.47 8.16 6.49 8.52

0.50 5.58 7.26 5.87 7.36

<Table 4> 상부재하시 직경비에 따른 항복하 (kgf)

B/H
모형실험(kgf) 유한요소해석(kgf) 

D/H=0 D/H=0.25 D/H=0 D/H=0.25

1.00 17.22 22.42 17.78 21.91

0.90 15.11 19.87 15.23 19.00

0.75 12.72 16.43 12.62 16.52

0.60 10.88 13.53 10.28 12.95

0.50 9.37 10.79 9.30 11.53

<Table 5>  부재하시 직경비에 따른 항복하 (kgf)2.3  항복하중의 정의 및 실험과 해석 결과의      

비교

실험  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하 과 변 와의 계

를 양 수 그래 에 나타내어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변곡 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변곡 은 하 에 의한 셀 

변 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므로 외

상 항복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항복 에 

응하는 하 을 항복하 이라 정의하 다. 

Fig. 7은 항복하  산정의 일 를  나타낸 것이다.

하 -변  계곡선

항복하  산정방법

<Fig. 7>  항복하  산정의  

 Table  4와  Table  5는 각각 상부재하  부재하시

의 모형실험과 해석 결과로부터 산정된 항복하 을 정

리한 것이다.

Fig. 8과 9는  Table  4와 5의 항복하 을 그래 로 나

타낸 것이다.

<Fig. 8> 상부재하시 항복하 (kgf)

<Fig. 9>  부재하시 항복하 (kgf)

 Table  4와 5 그리고 Fig. 8과  9로부터 모든 CASE에

서 유한요소해석과 모형실험의 항복하  값은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해석 시 사용한 각 정수들의 값과 해

석 기법은 타당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3. 체적비와 항복하중관계

체 과 항복하 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

여 해석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해 수행한 모형실험 

 해석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체 만 달리하는  

셀 구조물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6은 체



이 증가된 셀 구조물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고, 

한  해석결과로부터 얻어진 항복하  값을 정리한 것

이다. Table  7은  Table 6의  항복하 과  Table  4 와  

5의  항복하 (해석결과)을 비교하여 그 증가비를 정

리한 것이다. 그리고 Fig, 10은  Table 7의 내용을  그

래 로 나타낸 것이다.

B/H
B

(cm)

H

(cm)

체

()

항복하 (kgf)

상부재하 부재하

D/H=0 D/H=0.25 D/H=0 D/H=0.25

1.00 100.0 100.0 785398.2 275.4 367.7 452.1 599.7 

0.87 95.6 110.0 789584.0 243.9 321.0 400.6 525.4 

0.76 91.2 120.0 783900.3 204.8 271.7 363.6 450.2 

0.60 84.6 140.0 786970.8 168.4 227.9 299.1 365.2 

0.49 79.0 160.0 784267.2 142.7 189.6 254.4 298.6 

<Table 6> 체  증감된 셀의 제원  해석의 결과

B/H

항복하 (kgf)

상부재하 부재하

D/H=0 D/H=0.25 D/H=0 D/H=0.25

1.00 25.0 26.5 25.4 27.4 

0.90 24.9 25.9 26.3 27.7 

0.75 25.1 25.9 28.8 27.3 

0.60 25.9 26.7 29.1 28.2 

0.50 24.3 25.8 27.4 25.9 

<Table 7>  해석의 항복하  증가(배)

<Fig. 10> 체 증가에 따른 항복하

동일한 직경비에서 체 의 증가는 약 27.7배인 반면  

항복하 은 평균 2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체 의 증가와 항복하 의 증가는 한 련이 

있으며, 체  증감에 따라 항복하  값은 체 비에 비

례하여 증감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셀 구조물의 체 과 항복하 과의 상

계를 구명하기 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과 해석 결과 산출된 항복하  값은 양호한 상

계를 보 으며, 항복하  값의 산출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유한요소 해석 기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셀 구조물의 체  증감에 따라 항복하 은 증감되

었으며, 항복하 은 체  증감비율만큼 증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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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운 에 따른 송도 WaterFront 6·8공구의 해안퇴 물이동 양상

Aspects the Sediment Transport on Water Gate Operating for Song-do Water Front

장창환1, 이정수2, 김효섭3, 유호 4, 장석환5

  Changhwan Jang1, Jungsoo Lee2,  Hyoseob Kim3, Hojun Yoo4, Suckhwan Jang5

1. 서 론

인간은 물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더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는  최근 강이나 하구, 바다의 인 공간을 심으로 

다양한 조성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에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인 성, 수도권 문으로

서의 기능과 국의 략  입지로서 국제 인 경

제 자유구역으로 발돋움하기 하여 바다를 매립하

여 국제 업무단지를 포함한 규모 주거시설, 교육

시설, 락시설, 등을 완비한 미래형 도시를 진행 

에 있다. 

상해역은 조류가 우세한 해역이며 해수 도의 

에서는 연직방향으로 완  혼합형에 가까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송도 인근은 체 으로 조간

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장기 으로는 퇴  우세

지형에 속한다. 한 송도 인근 해역은 조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조류가 지형변화에 큰 향을 미

친다.  한 면에서 퇴 물이 부유하게 되면 부유

사 한 연직방향으로 잘 확산되어 연직방향 부유

사농도 분포의 경사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학교에서 자체개발한 퇴 물이동 

수치모형(SEDTRAN3D)을 이용하여 퇴 물이동 양상, 

단응력 분포  침퇴 양상을 분석하 다. 퇴 물

이동 수치모형을 수행하기 해서는 FLOW 모델과 

연계되어야 한다. 때문에 퇴 물이동 수치모형 수행  자체

개발한 흐름장 모델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퇴 물

이동 수치모형의 기조건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6·8공구의  해수호수 장 DATA를 바탕으로 용

하 다.

2. 퇴적물이동 수치모형 이론

2.1 지배방정식
퇴 물이동 수치모형은 수심 평균화된 2차원 모

형 ( 방향)으로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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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여기서,  는 수심평균 퇴 물 농도(kg/), ,

는 수심평균 유속성분(   방향),  는 총수심

 ,  는 평균수심,  는 평균해면을 기 으로 

한 해수  상승․하강 높이,  , , 는 난류

확산/분산계수,  는 Source/Sink 항이다. 수치 해

는 유한차분 양해법, 이류항의 계산은 2차 풍상차분

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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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저면 전단응력
 퇴 물이동 수치모형에서는 해 의 단응력이 

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흐름에 의한 해 면 단

응력은 다음과 같다.

  




                (2.2)
 

여기서  는 흐름에 의해 해 면에 가해지는 단

응력이고,  는 물의 도,  는 흐름에 의한 해

면 마찰계수이다.

   

2.3 해저면 침식․퇴적항()
Source/Sink 항()은 유체의 난류성분에 의한 해

면으로부터의 퇴 물의 유체 내로의 유입 즉, 해

면 침식과 유체내 입자들의 력에 의한 해 면

으로의 침  즉, 해 면 퇴 의 두 가지 항으로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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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여기서,  은 계수,  는 해 면 침식한계 단응

력,  는 해 면 퇴 한계 단응력,  는 퇴 물 

입자의 침강속도이다. 해  성 퇴 물의 침식, 퇴

 상은 해 에 작용하는 유체의 단응력에 따

라 좌우된다. 즉 단응력이 에서 어느 한계값 

(퇴 한계 단응력)에 이를 때까지는 수 의 퇴

물이 해 면에 퇴 되고, 퇴 한계 단응력을 넘어

서 침식한계 단응력에 이를 때까지는 침식이나 

퇴  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 값을 넘어서면 침

식이 발생한다.  

2.4 퇴적물 침강속도
미세 입자들은 해수 에서 부유하면서 서로 응

집되어 입자 자체보다 큰 응집체(floc)를 형성하면서 

침강하는데 이러한 응집체 형성과정에서 입자의 물

리․화학  특성, 해수의 염분도, 수온, 탁도  해수

의 난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이  해

수의 탁도 즉, 해수 의 부유사 농도가 미치는 향

이 가장 크다. 일반 으로 농도가 낮을 경우 응집체

의 성장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침강속도()와 농도

와의 상 계는 다. 농도가 간 정도의 값

(0.3~3.5g/L)을 가질 때 응집체의 침강속도는 농도증

가와 함께 증가하며, 기존의 여러 실험실 연구결과 

다음의 침강속도와 농도와의 계식이 유도되었다.

                   
               (2.5)

 

여기서,  은 퇴 물의 구성에 따라 변하는 반

면,  은 1.0 ~ 2.0의 값을 갖는 상수로서 평균 약 

1.3 정도이다.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응집체끼리 결

합하게 되며 결합된 응집체 공간사이로 해수가 상

방으로 빠져 나가야 하므로 침강이 방해를 받게 되

며 침강속도는 농도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이

때의 침강속도는 다음과 같다.

          
          (2.6)

여기서,  는 기  침강속도,  는 퇴 물 구

성에 따른 계수,  는 약 5.0 정도이다. 그러나 식 

(2.6)의 계수는 장마다, 계 마다 차이가 나므로 

장에서 직  장기간 측한 자료를 근거로 구하

여야 하나 신뢰성 높은 자료가 미비한 형편이다. 해

질에 한 조건은 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입

력하 다. 분석결과 입도분포는 0.008 ㎜ 이상에서 

4.0 ㎜ 미만의 범 로 다소 범 하게 나타났으며, 

5개 정 을 평균한 부유사의 입도 조성은 모래 

48.52 %, 실트 48.66 %, 그리고 토가 2.82 %이며, 

평균입경은 0.0163 ㎜이다. 20°C 를 기 한 

부유사의 앙 침강속도 는 0.0047 ~ 0.248 ㎜

/s의 범 이고, 평균은 0.138 ㎜/s이다. 따라서 해안 

퇴 물이동 수치모형을 한 입력자료로 침강속도

는 평균값인 0.138 ㎜/s을 사용하 다.

3. 퇴적물이동 수치모형 

3.1 수치모형조건
퇴 물이동 수치모형 기조건은 침강속도() 

0.138 ㎜/s, 침식한계 단응력 0.2 N/m2, 퇴 한계

단응력 0.08 N/m2을 사용하 다.  Kim(2002)는 서해안 

강 하구에서 퇴 물이동 수치해석에 사용된 침식한계 

단응력과 퇴 한계 단응력이 다른 사례에 비해 크

게 제시하 음을 언 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Diserens et al.(1993)이 제시한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 외해 연평균 부유사 농도인 30 ㎎/L를 기조건

에서 입력하 다. 범 는 5.6km×7.4km, 격자수는 280

×370 (103,600 개), 격자소 크기는 20m×20m 이다( 

Table 1참조). CASE1 은 직선형 외해 연결수로에 수문 



비운 이고, CASE2 는 직선형 외해 연결수로에 수문 

운 이다.

수치모형 초기조건
범 위 5.6km×7.4km

격자소 20m×20m

격자수 280×370 (103,600 개)

사용모형 SEDTRAN3D
침강속도 0.138 ㎜/s

외해 
부유사농도 30 ㎎/L

<Table 1>  수치모형 기조건

<Fig. 1>  격자망  검증

3.2 퇴적물이동 수치모형 모의결과
상해역에 2가지 CASE를 용하여 퇴 물이동 수

치모형을 모의하 다. 검증 은 총 7개를 선정하여 각

측 에서의 최강 창·낙조시 부유사 농도  연간 침·퇴

고를 비교하 다(Fig. 1참조). 모의결과 각 CASE별 

침식  퇴 고에 하여 수문을 운 하지 않는 경우가 

수문을 운 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 으로 값들이 높

게 찰되었다. 이는 수문을 운 하지 않을 경우 외해

수가 해수호수로 유입되고, 다시 해수호수의 유량이 외

해로 유출을 반복하면서 침식  퇴 고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수문 비운  경우인 CASE1의 정  P2와 P3은 

창조와 낙조시의 강한 유속이 발생되어 상당한 침식을 

유발하 다(Table 3참조). 

          

UNIT:
mg/L

CASE1 CASE2
최강
창조

최강
낙조

최강
창조

최강
낙조

P1 54.76 114.5 41.34 35.31
P2 98.74 69.15 18.11 18.07
P3 153.6 46.21 16.82 15.98
P4 172.9 44.88 16.97 15.62
P5 170.5 45.55 18.11 14.38
P6 126.2 44.20 18.11 14.50
P7 10.38 11.07 18.11 14.50

<Table 2>  CASE별 부유사 농도 비교

 
 

 

   

      

UNIT:
cm/year CASE1 CASE2

P1  3.3  5.7
P2 -38.7 -1.4
P3 -22.5 0.6
P4 1.9 1.0
P5 2.0 0.4
P6 2.9 0.2
P7 0.1 0.1

<Table 3>  CASE별 연간 침·퇴 고 비교

  

    

   
<Fig. 2>  CASE1 단응력도



   
<Fig. 3>  CASE2 단응력도

   
<Fig. 4>  CASE1 침·퇴 고

   
<Fig. 5>  CASE2 침·퇴 고

4. 결론

송도 Water Front 6·8공구 상해역인근에 퇴 물이

동 수치모형(SEDTRAN3D)을 용하여 부유사농도,

면 단응력  침·퇴 고를 측하 고, 퇴 물이동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면 단응력의 분

포는 Fig. 2, Fig. 3, 침식  퇴 고는 Fig. 4, Fig. 5에 각

각 제시하여 비교하 다. CASE1-GATE의 경우 CASE1 과 

동일한 최 면 단응력이 계산되었으나, 수문을 이용

할 경우 해수호수 수로의 최 면 단응력이 CASE1에 

비해서 하게 감소되었다.

침식  퇴 고에 하여 수문을 운 하지 않는 경우

가 수문을 운 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 으로 값들이 

높게 찰되었다. 이는 수문을 운 하지 않을 경우 외

해수가 해수호수로 유입되고, 다시 해수호수의 유량이 

외해로 유출을 반복하면서 침식  퇴 고를 증가시켰

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문을 운  할 경우 침식량이 수

문 비운 시에 비해 상 으로 어 해수호수내 수질

개선  퇴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형변화에 한 고려는 수문 운 이 수문 비

운 시의 경우에 비해 안정 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추후 유지 리 측면에서 수문 운 이 경제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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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실험을 통한 태풍경로에 따른 황해 반응 비교

Numerical experiments for the Yellow Sea's response to 

the comparable typh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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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황해와 동 국해를 포함한 한반도는 매년 북서태평

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향을 받고 있다.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의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은 지 까지 여

러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바가 있다 (이 등, 1992; 박 등, 

2006; Choi et al., 2007; 권과 류, 2008; 문과 최, 2011). 문

과 최 (2011)는 역에 따른 통계법을 이용하여, 지난 

1951년부터 2008년까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의 빈도수(1,537개)와 한반도에 근 (31%), 향(12%), 

상륙(6%)한 태풍을 분석하 다. 한, Choi et al. (2009)

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들의 경로를 클러스터 분석법

을 통해 네 가지로 분류하여, 국본토를 거쳐 상륙하

는 형태와 국을 거치지 않고 동 국해 북쪽으로 이동

하여 상륙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제시하 다. ‘한반도에 

미친 태풍의 향’이라는 용어는 매우 범 하여 태풍

에 의한 직 인 피해 (인명, 재산)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으로 미친 간  향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문과 최, 2011). 

반면, ‘황해와 동 국해에 미친 태풍의 향’ 혹은 ‘태

풍에 한 황해와 동 국해의 반응’이라고 하면 앞서 

언 한 직 인 피해나 간 인 사회 ·경제  향

이기 보다는, 수리 물리 이고 생지화학 인 향의 의

미가 크다. 를 들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폭풍해일의 

  정도, 수직 혼합으로 인한 염분과 수온의 연직 

구조 변화, 해수면에서의 일차생산력의 변화 등이다. 

특히 수리 물리 인 향은  크게 순압 인 것과 경압

인 것으로 나  수가 있다.  순압 인 반응으로는 해

수면의 수평 인 압력구배와 바람응력의 계로 표

되는 폭풍 해일의 생성과 가 있으며, 경압 인 반

응으로는 성층화된 해수에 작용하는 태풍에 의한 수직 

혼합과 태풍이 동반하는 강우와 담수 유입으로 인한 재

성층의 과정이 포함된다 (Li et al., 2007). 담수의 유입과 

해수의 유입이 지속 이고 육지에 의해서 둘러싸인 하

구나 만(bay)의 반응은, 태풍의 경로에 의한 바람장의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태풍의 이동 속도

가 느린 경우, 바람의 방향이 지속 으로 하구의 하류

방향일 때 발생하는 바람기인 변형 (wind-induced 

straining)은 해수의 혼합  재성층 과정에 향을 

다 (Cho et al., 2012). 황해나 동 국해에서의 표층 열염 

구조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발표된 바가 있지만 (Moon and 

Kwon, 2012), 태풍 경로에 따른 황해나 동 국해의 물

리  반응은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한 태풍을 분

류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연구들은 한반도를 기 으로 

하 지만, 황해나 동 국해를 기 으로 할 때 국 동

해안으로 상륙하여 북서쪽으로 이동한 태풍들도 고려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의 경로에 따른 황해와 동 국해

의 순압 ·경압  반응을 알아보기 하여  수치실험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고 선택된 세 가지 형태의 태풍 경

로에 따른 모델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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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tructure of hybrid SZ layers in vertical. 

<Fig. 1>  A model domain with a horizontal grid (grey) and 
three typhoon tracks: Winnie (red), Maemi (blue), and 

Muifa (green).   

2. 실험방법

2.1 태풍 바람 모델
최근 15년 동안 황해와 동 국해에 향을  태풍들

을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를 토 로 특징 인 태풍의 

진로에 따라 세 개의 태풍을 고려하 다. 고려된 태풍

들은 1997년 13호 태풍 니 (Winnie), 2003년 14호 태

풍 매미 (Maemi), 그리고 2011년 9호 태풍 무이  

(Muifa) 이다.  세 태풍들은 최  풍속 260 km/h (160 

mph) 이상, 최  기압 930 mb 이하, 카테고리 1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동 국해를 지나갔다는 유사성을 가지

지만, 태풍의 진로 면에서 차이 을 가진다. 태풍 니 

(9713)는 국 동쪽 연안선에 수직하게 상륙하여 북서

쪽으로 진행하 고, 태풍 매미 (0314)는 동 국해를 통

과하여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진행하

고, 태풍 무이  (1109)는 황해 가운데로 연안선에 거

의 평행하게 북쪽으로 진행하 다 (Fig. 1). 즉 황해를 

심으로 태풍 니는 서쪽으로, 태풍 매미는 동쪽으

로, 태풍 무이 는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태풍 모델은 원시 운동방정식을 

기 로 개발된 CE 바람 모델이다 (Thompson and 

Cardone, 1996).  CE 바람 모델을 사용한 태풍 해면 기

압  해상풍 추정 연구는 국내에서도 수행된 바가 있

다 (  등, 2001; 강 등, 2002). 세 태풍들의 바람장과 기

압장을 생성하기 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태풍 경

로정보를 사용하 다. 사용된 태풍 라미터로는 추정

된 태풍 심 치, 심 기압, 태풍 향권 밖의 기압, 

그리고 최 풍속의 반경이다.   

   

2.2 해양 순환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수 순환 모델은 비구조격자망 

(unstructured grid)을 이용한 3차원 유한 요소 모델인 

Semi-implicit Eulerian-Lagragian Finite Element 

(SELFE) 모델이다 (Zhang and Baptista, 2008). 이 모델

은, 삼각형 격자를 이용하여 복잡한 연안선을 잘 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avier-Stokes 방정식을 푸는

데 semi-implicit Eulerian-Lagrangian 알고리즘을 이

용하기 때문에 Courant-Friedrichs-Lewy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수평격자 크기(Δx)

가 작아질 경우에도 하게 큰 시간 간격 (Δt)을 쓰기 

때문에 모델 효율성이 좋다. 한, 수심에 한 수직 격

자망을 SZ 혼합 격자를 쓰기 때문에 연안에서의 sigma 

격자의 장 과 깊은 수심에서의 Z 격자의 장 을 동시

에 쓸 수 있다 (Fig. 2).    

2.3 격자 구성 및 모델 셋업
모델 역은 Fig. 1에서와 같이 황해와 동 국해, 그

리고 동해를 포함한다. 표층에서의 수평격자는 94,433

개의 노드(node)와 183,956개의 요소(element)로 구성

되어 있고, 수직 으로는 20개의 S 층과 17개의 Z 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 S층과 Z층의 경계는 표층으로부터 

100 미터로 정하여, 황해 부분의 역이 20개의 S층

으로 구성되게끔 하 다.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수치 해도와 측량수심, 그리고 GEBCO 30  격자 

수심을 사용하 다. 바닥 마찰 계수는 quadratic 계

식을 용하 고, Δt는 120 로 비교  큰 값을 사용하

다. 수온과 염분을 풀 때는 질량이 보존되게 upwind 

방법을 이용하 고,  k-kl turbulence closure scheme을 

사용하 다. 

외력으로 조석은 M2 분조만을 고려하 다. 이는 태

풍에 의한 수직 혼합을 보기 하여, 일주조와 반일주

조의 합성으로 나타나는 조-소조에 의한 수직 혼합 

 성층의 변화를 무시하기 함이다. 수온과 염분의 

기 조건은 HYCOM으로부터 얻어진 2011년 8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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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수온과 염분을 사용하 다. 개방경계에서의 수온과 

염분은 기 조건과 같게 하여 시간  변화를 배제하

다. 개방경계에서는 모델 역 내부에서 생긴 를 효

과 으로 방출하기 하여 radiation 조건을 고려하

다. 앞서 언 한 기 조건과 개방경계 조건으로 모델

의 안정화를 하여 60일간의 spin-up 기간을 가졌고, 

 2.1에 언 한 로 세 개의 태풍 트랙을 이용하여 추

정한 해상 압력장과 바람장을 이용하여 10일 간 수치 

실험을 모의하 다 (Table 1).   

<Table 1>  Numerical experiments performed.

     

3. 결과

먼  황해  동 국해의 순압 인 반응을 보기 하

여 폭풍 해일고를 계산하 다. Table 1에서 기술한 

로 각 태풍 실험에서 계산된 해수면 수 에서 컨트롤 

런에서 계산된 해수면 수 를 빼 주었다. Fig. 3은 각 태

풍 심의 치가 북  30도 경에 치할 때의 폭풍 해

일고의 분포도 이다. TP9713의 경우, 이미 태풍 심이 

국의 동쪽 연안으로 상륙한 상태이며, 국 동해안에

서의 폭풍 해일고는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한 해

일고의 증가와 태풍 심의 기압으로 생기는 해일고

의 증가가 합쳐진 형태를 보인다. TP0314의 경우,  태풍 

심이 북동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의한 폭풍 해일고가 국 동해안에서 높게 

분포하고 태풍 심에서의 해일고와 분리되어 나타난

다. 마지막으로 TP1109의 경우, 태풍 심에서의 해일

고와 국 동쪽 연안에서 생긴 폭풍 해일고가 서로 합

쳐진 형태를 보인다. 황해와 동 국해에서 폭풍 해일고

의 시간, 공간 인 분포는 향후 분석할 것이다. 한 경

압 인 반응도 살펴볼 것이다.

4. 요약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수치 실험을 통하여 태풍 경로에 따른 

황해와 동 국해에서의 순압 , 경압  반응을 살펴보

았다. 비구조격장을 가지고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삼차

원 해양 모델을 수행하 다. 형 태풍 니, 매미, 무

이 를 선택하여 CE 바람 모델을 용, 해양 모델의 기

상 외력으로 사용하 다. 순압  반응으로서의 폭풍 해

일고의 분포에서 공통 과 상이 을 가짐을 알 수 있었

다. 먼  세 태풍이 동 국해로 근할 때, 반시계 방향

의 바람장이 국 동쪽 연안의 1 m 이상의 폭풍 해일고

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해일고와 태풍 심이 동 국해

를 지나오면서 동반하는 해일고와 합성 혹은 분리됨으

로써 국 동쪽 연안에서의 해일고를 높이거나 낮게 만

든다. 도 30도 부근에서의 폭풍해일고의 경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TP9713은 해일고 경사 ( 국 연안이 높음)

를 좁고 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TP0314는 해일고 

경사를 반 로 만드는 경향을, TP1109는 해일고 경사

를 넓고 완만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 추후 구체

인 분석은. 수평 인 동-서 방향의 단면에서 해일고 경

사의 시, 공간  변화를 추정해 으로써 이루어 질 것

이다.   경압  반응 마찬가지로, 동-서 단면  남-북 단

면에서의 수직 혼합  성층 변화를 통하여 세 태풍 경

로의 따른 반응의 유사 과 차이 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태풍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순

압 , 경압 인 해수 변화에 한 이해를 해양 보모델

에 포함시켜 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Fig. 3>  Snapshots of horizontal storm surge distribution in TP9713(left), TP0314(middle), and TP110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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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해역에서 수치모델을 이용한 해수수질기  고찰

A review on water quality index using numerical model in Sihwa Lake

강 승1, 이형래2, 채 기3

국토해양부는 최근 외국의 수질기 을 그 로 용하여 사용하던 개별 인 수질기 을 생태계기반의 

해역별 특성(수심, 조석차, 해류 등)을 고려한 해역별 수질기 (WQI; Water Quality Index))개정(안)을 제

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모델을 사용하여 시화호 해역에 수

치모델을 수립하 으며 모델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하여 연구해역에서 기존 측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

의 보정  검증을 수행하 다. 검증된 수치모델 결과로 부터 수질평가지수를 산정하여 시화호 해역의 

수질평가지수의 시공간  변화 양상을 분석하 다. 

수질평가지수(WQI)는 층의 용존산소포화도, 표층의 엽록소-a(chl-a),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

(DIP)과 탁도(Secchi depth)를 이용하여 해당 해역의 부 향화를 변할 수 있는 통합지수로서 기존에 해

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  기 이 아닌 해역의 특성에 따라 그 기 값을 다르게 용하고 있으

며 수질평가 지수를 활용하여, 해당 해역에 한 체 인 수질 상태 등  설정  세부 항목별 환경상

태에 한 평가  진단이 가능하다. 수치모델로부터 계산된 수질평가지수(WQI)는 시화호 외측에서는 2

등 (WQI 24~33 )으로 나타났고, 시화호 내측에서 부분 60  이상으로 5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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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기능 검토를 통한 백사장 가치평가

Amenities assessment for Sandy Beach

신범식1, 박종헌2, 김규한3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치한 백사장은 경치가 수려하고, 져를 즐기기에 좋은 양질의 모래로 이루어

져 있으며 백사청송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한 ․경제자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환경 유지기능  높은 도로부터 해안주변을 보호해주는 방재기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귀

한 재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등을 통해 앙 이트설문 

조사시 바이어스 향을 여주기 해 설문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차 인 친수환경(Amenity)특성 검

토방법을 소개하고, 동해안에 치한 표 인 백사장들을 상으로 하여 다양한 평가인자를 이용하여 

친수환경(Amenity)특성을 비교, 검토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지역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치한 강원도 강릉의 남항진해수욕장, 양양의 남

애해수욕장, 경북의 후정해수욕장이며 비교평가를 해 부산의 해운 해수욕장도 조사 상에 포함시켰으

며, 기존의 경계  평가에 앞서 사빈해안의 친수환경(Amenity)특성에 조사를 수행하 으며, 수질이나 경

 등의 자연 인 환경요소, 근을 한 액세스요소, 개발을 포함한 환경변화에 의한 이용성, 해빈이용 

편리성에 한 항목을 토 로 평가하 다. 

해안의 물리 인 해빈특성자료, 자연도, 주차장의 주차가능 수 등 을 조사하여 기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Kojima et al,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의 제1주성분을 주변의 자연도, 경

의 우수성, 해수의 청결도등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의 만족도이고 해수욕장까지 얼마나 쉽게 근 할 수 

있는지에 한 교통액세스에 한 만족도와 백사장의 넓이와 스포츠나 놀이를 즐길 수 있는지에 한 백

사장의 크 이션 합성과 같은 백사장의 이용에 한 성분을 제2주성분으로 채택하 다.

상해역의 친수기능과 Amenity 평가를 통해, 해수욕장 가치의 주요한 제1성분(주변의 자연도, 주차장

의 주차가능 수)은 인공구조물 건설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제2주성분(스포츠나 놀이에 한 해안

의 합성을 악할 수 있는 해빈의 넓이, 경사)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해역에 한 Amenity를 유지 는 개선하기 해서는 자연환경요소를 보존하기 한 인

공 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해빈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재의 해빈폭을 유지하면서, 해빈경사를 완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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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경사방정식의 유한요소모형과 유한차분모형에서 곡선내부조 기법의 비교

Comparison of Methods of Internal Wave Generation in an Arced Band 

Between FEM and FDM of Mild-slope Equation

김건우1, 이창훈2

 Gunwoo Kim1 and Changhoon Lee2

 

1. 서론

랑변형식을 사용하여 랑모의를 하는 경우에 

계산 역 내에서 반사된 가 조 경계를 통해 수치

인 교란을 일으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내부조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내부조 기

법은 에 지 감쇠 를 경계에 두어, 계산 역에서 반

사된 가 조  띠를 통과하여 에 지 감쇠 에서 소

멸되어 계산 역 내부에 에 지를 축 시키지 않으

면서 조 가 가능한 방법이다. 

내부조 는 조 방법에 따라  원천항 추가기법과 

원천함수기법으로 나  수 있다. 원천항 추가기법은 

조 역에서 매시간단계마다 수면변  는  유속

에 임의의 양을 더해주는 방법이고, 원천함수기법은 

조 역에만 원천항을 포함한 지배방정식을 사용

하는 방법이다. Lee and Suh (1998)와 Lee et al. 

(2001)은 각각 시간의존 완경사방정식과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Nwogu, 1993)에서 에 지 송

의  하에 상속도 신 에 지속도()를 사용

하여 모든 상 수심에서 내부조 를 성공 으로 할 

수 있었다. Kim et al. (2007)은 여러 종류의 완경사방

정식과 Boussinesq 방정식에 해서 delta 함수 형태

의 조 함수를 유도하여 에 지 송개념의 원천항 

추가기법이 원천함수기법과 등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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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Lee and 

Yoon (2007)은 계산 역을 둘러 싼 원호형의 조

구간을 구축하여 내부조 기법을 개발하 다. 최

근 김건우와 이창훈(2010)과 김건우 등(2011)은 

Gauss 형태의 조 함수를 사용하여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과 완경사방정식에 용 가능한 

원호형 조 함수를 개발하 다. 이들의 조 기법

은 직교하는 두 조 함수를 연속 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조 함수가 여러 격자에 분포하기 

때문에 오차가 작으며, 유한요소모형에도 쉽게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경사방정식에 해서, 원호형으로 

연결된 Gauss 형태의 조 함수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형과 유한차분모형에서 조 성능을 비교하 다. 

한, 단일 원주에 의한 산란 를 모의하여 정사각형 격

자를 사용하는 유한차분 랑모형과 구조화되지 않은 

격자를 사용하는 유한요소 랑모형의 수치실험 결과

를 해석해와 비교하 다.  

2. 원호형 내부조파

2.1 타원형 완경사방정식

원천함수 를 포함한 확장형 완경사방정식

(Chamberlain and Porter, 1995)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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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각각 고차의 수심효과를 나타낸

다. 그리고, 는 수면변 , 와 는 각각 의 상

속도와 군속도를 의미하고, 는 력가속도, 는 

수이다. 김건우와 이창훈(2011)이 구한 Gauss 함수 

형태의 원호상에 치한 조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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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은 각각 의 주 진행방향(즉, 축 방

향)을 심으로 우측과 좌측에 놓인 원호형의 조 함

수를 의미한고, 는 원호의 법선이 축과 이루는 각

이다(Fig. 1).

(a)                       (b)     

<Fig.1>  Source functions on an arced band in finite 
element grid system: (a)  , (b)  .

2.2 쌍곡선형 완경사방정식

원천함수 를 포함한 곡선형 확장 완경사방

정식(Suh et al., 1997)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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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정수면에서의 속도포텐셜이고, 과 

는 각각 고차의 수심효과를 나타낸다. bar는 표

에 응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김건우와 이창훈

(2010)은 시간의존 랑식에서 원호상에 치한 

Gauss 함수 형태의 조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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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et al. (1997)의 모형에서 에 지속도 는 Lee 

and Suh (1998)가 다음과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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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실험

3.1 수치모형

타원형 완경사방정식의 해석을 해서, Galerkin 

유한요소 모형을 수립하 다. 한, 연립방정식 계산

을 수월히 하기 해 FRONTAL solver(Irons, 1970)

를 사용하 으며, 격자망 생성을 해 Persson and 

Strang(2004)가 제공하는 MATLAB 함수인 

Distmesh로 삼각형 격자망도를 작성하 다. 곡선

형 완경사방정식의 해석을 해서, 시간미분

항을 에 해서 4차 Adams-Moulton 측자

-수정자 기법을 사용하 으며, 공간격자에 

해서는 삼  칭 차분법을 사용하 다. 

3.2 원주에 의한 산란파 수치실험

   본 연구에서는 단일 원주에 의한 산란 를 재 하

여 유한요소기법과 유한차분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조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단일 원주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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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mputational domain for waves around a 
circualr cylinder.

Fig. 2에 계산 역을 도시하 다. 계산 역의 심

에 반경이 L인 원주를 배치하고, 계산 역은 8L×8L

로 하 다. 계산 역 밖에는 4L 두께의 에 지감쇠

를 설치하 다. 유한차분기법과 유한요소기법을 사

용하는 경우 모두, 격자 길이를 L/10으로 동일하게 

하 다. 유한차분기법과 유한요소기법에서 재 되

는 경계의 형상을 Fig. 3과 Fig. 4에 각각 도시하 다. 

유한요소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조화되지 않은 

삼각형 격자를 사용하여 유한요소의 정사각형격자

보다 경계가 부드럽게 재 되었다.

입사각 15°, 30°, 45°에 해서 수치실험을 수행했

으며, 원주 경계를 따라서 계산된 고값을 Fig. 5에

서 해석해와 비교하 다. x축은 원주의 심으로부

터 -x축 방향을 0°로 하고, 시계방향을 +로 한 각도이

며, y축은 무차원화 된 고값이다. 체 으로 유한

요소모형의 결과가 유한차분모형의 결과보다 더 정

확했다. 유한차분모형의 결과는 계산결과가 해석해

와 비슷한 경향은 보이지만, 결과가 일 되지 않고, 

많은 오차가 발생하 다. 이는, 원주 경계를 정사각

형 격자체계에 근사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원형을 이

루지 못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에 반해서, 유한요소모형은 해석해 결과와 완 히 일

치하지는 않지만, 계산결과가 일 되며 그 오차의 양

도 유한차분모형에 비해서 히 작았다.  

 

<Fig. 3>  Meshes in a finite difference grid system for 
waves around a circular cylinder.

<Fig. 4>  Meshes in a finite element grid system for waves 
around a circular cylinder.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Gauss 형태의 원천함수기법으로 원

호상에서 내부조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완경사방

정식의 유한요소모형과 유한차분모형에서 원주 주

의 산란 를 모의하고 해석해와 비교하 다.  정사

각형 격자체계에서 원주의 형상을 근사화 하는 유한

차분모형에 비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삼각형 격자를 

사용하는 유한요소모형이 원주 주 의 경계를 잘 재

하여 더 정확히 산란 를 모의할 수 있었다. 



(a)

(b)

 

(c)

<Fig.  5>  Normalized wave height around circular cylinder: 
(a) 15°, (b) 30°, (c) 45°; solid line: analytic solution, open 

circle: FEM solution, filled circle: FDM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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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조석특성을 반 한 EST 용

Application of EST considering tide characteristics at Ulsan Harbor

강주환1, 김양선2, 박선 3, 권 민4

 Ju Whan Kang1, Yang Seon Kim2 Seon Jung Park3 and Hyuck Min Kweon4

1. 서론

극치해면고 산정 방법에는 모수  방법, 비모수  방

법이 있다. 모수  방법은 설계폭풍법과 확률분포함수

법 등이 있으나 설계폭풍법은 하나의 사상이 태풍특성

변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단 이 있으며 자료수가 

은 경우 소수의 극치자료에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근래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모수  방법으로는 정확한 극치해면을 추정이 어려워 

사용빈도가 차 고 있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인

해 EST(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기법과 같이 과

거사상을 비모수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매개변

수 결정에 결합확률을 도입하는 JPM(joint probability 

method)방법 등이 리 사용되고 있다. 

EST기법은 용 해역에서 측된 자료에 한 의존

도가 큰 반면 JPM방법은 기존에 발생했던 사상에 국한

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한 모의가 이루어지므

로 더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수천번의 태풍-해일 

모의가 필요하므로 막 한 계산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반면 EST기법은 특정 사상이 선정되면 미리 

산정된 응답벡터로부터 결과가 얻어지므로 JPM방법과

는 달리 매 사상별로 수치모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효율성에서 큰 장 이 있다(Divoky and Resio, 2007).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에 하여 기존 분석에 사용된 

EST기법을 용하 으며, 이때 조석조건을 감안한 태

풍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계 풍에 의한 

향도 함께 분석하 다.

2. EST 기법

2.1 EST기법의 일반적 특성
EST 기법(Scheffner et al., 1999)은 폭풍사상과 같이 

확률 이고 다  매개변수 인 특징을 갖는 시스템의 

 과정을 모의하기 한 통계학  모형이다. 즉, 과거 

사상을 분석하여 일련의 발생표본을 구축한 후 미래에

도 과거와 통계 으로 유사한 발생환경이 유지될 것이

라는 가정하에 표본으로부터 임의의 사상을 추출하게 

된다. 이때 추출된 사상은 태풍의 규모를 묘사하는 입

력벡터와 그에 따른 해일고를 나타내는 응답벡터로 구

성되는데, 추출후 복원되어 다음 추출에도 표본에 포함

시키게 된다. 한, 과거 발생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추출된 표본은 ‘random walk interpolation' 기법

이 용된다. 

EST기법은 단지 과거 사상을 뽑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상 Xi의 입력벡터로부터 Nearest 

neighbor random walk를 수행하여 과거 사상과 다른 

사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새로운 사상

에 한 입력벡터가 정해지면 이에 한 응답벡터를 

Training set에 있는 과거 사상의 응답벡터 공간상에서 

보간법에 의하여 구하게 된다.

EST기법에 한 자세한 소개는 Sheffner et al.(1996), 

Shrestha et al.(2011), 서 등(200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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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DCIRC모형
태풍에 의한 해일 발생에 한 Training set를 구성하

기 해 태풍에 한 정보 뿐 아니라 각 태풍이 향을 

미친 주변 해석 상지 에서의 해일고 역시 산정되어

야 한다. 이러한 태풍정보 수집을 한 폭풍해일모형으

로 SLOSH, ADCIRC, CH3D, POM, FVCOM 등이 있는

데(Sheng et al., 2010), 특히 최근 비구조격자 유한요소 

유동모형인 ADCIRC 모형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태풍에 의한 해일모의를 해 2차

원 ADCIRC 모형을 용하 으며, 해상풍 산정은 

Holland(1980) 모형을 이용하 다. 태풍 정보는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Typhoon Center에서 제공하는 Best Track Data

를 사용하 으며, 이들 자료는 태풍의 이동경로, 최

풍속, 심기압 등을 포함한다. 1951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총 1500여개의 태풍 가운데 우리나라에 향을 

미친 TY(typhoon)  40개와 STS(severe tropical 

storm)  66개 태풍을 선별한 후 ADCIRC모형을 이용

해 울산항의 태풍 향기간  최 해일고를 계산하

다. 이때 각 지 에 향을 미친 태풍의 선정기 은 해

당 지 이 태풍 심으로부터 500km 반경 내에 치할 

경우와 최 심기압이 1000hPa 이하인 경우로 제한

하 다. 이 게 선정된 TY   STS  태풍의 제원은 

국립해양조사원(2012)에 제시되어 있다.

Typhoon
Number

Input Vector
Response 

vector
noteDistance from 

the eye of 
storm

Pressure 
deficit at site

Wind speed 
at site

Forward 
speed of the 
eye of storm

Storm surge

5914 43.990 41.596 33.125 43.490 1.071 flood tide
5914 43.990 41.596 33.125 43.490 1.071 ebb tide
5914 43.990 41.596 33.125 43.490 1.231 high tide
8712 53.960 33.459 16.119 55.720 0.964 
8712 53.960 33.459 16.119 55.720 0.964 
8712 53.960 33.459 16.119 55.720 1.124 
⋮ ⋮ ⋮ ⋮ ⋮ ⋮

9503 198.520 5.635 13.857 32.410 0.503 
9503 198.520 5.635 13.857 32.410 0.503 
9503 198.520 5.635 13.857 32.410 0.663 
7617 183.130 5.478 6.799 33.770 0.557 
7617 183.130 5.478 6.799 33.770 0.557 
7617 183.130 5.478 6.799 33.770 0.717 

<Table 1>  Typhoon input and response vector

2.3 입력벡터 및 응답벡터
EST 기법은 특정한 장소에 향을  과거 사건들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사건들  선택된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사건의 향과 특성을 매개화한다. 태풍

을 정의하는 매개변수들이 입력벡터를 구성하고 태풍

의 향을 응답벡터로 나타낸다. 입력벡터와 응답벡터

들은 태풍과 련된 향의 생애주기 모의를 한 기

로 사용되며 Training set라 부른다. 각 지 의 입력벡

터로는 태풍의 경우(Table. 1) 각 지 에서 최 해일고

가 발생한 시 에서의 1) 지 과 태풍의  사이의 거리

(km), 2) 지 에서의 풍속(m/s), 3) 지 에서의 해면기

압의 하강량(hPa), 4) 태풍 의 진행속도(km/h), 5) 조

조건( 조기 고조시) 등을 사용하 다. 계 풍의 경

우(Table. 2(생략)) 입력벡터는 1) 매년 비태풍 시기의 

최 해일고, 2) 조 조건( 소조기) 등이며, 두 경우 모

두 응답벡터는 해일 발생시 연주조에 의한 평균해면고

가 반 된 조 면으로 구성된다. 한 조 면은 산정

하기 해 계정풍 입력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상에 한 입력벡터가 정해

지면 이에 한 응답벡터를 Training set에 있는 과거 

사상의 응답벡터 공간상에서 보간법에 의하여 구하게 

된다.



2. EST 적용

3.1 Traning set 구성
서 등(2009)은 Training set 구성시 TY, STS 모두를 

포함시켜 56년 동안 발생한 201개 태풍을 상으로 해

석한 바 있다. TY  태풍에 비해 다소 해일고가 낮게 발

생되는 STS  태풍까지 포함 시킬 경우 빈도해석시 정

확도는 우수한 결과를 보이겠지만 다수의 태풍이 동시

에 분석됨에 따라 계산시간이 길어져 효율성은 다소 떨

어질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TS  태풍의 포

함 필요성을 단하기 해 간단한 해석을 실시하 다. 

분석 상지역인 울산에 향을 미친 TY  태풍 40개에 

STS  태풍 66개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각 경

우의 해석결과를 Fig. 1에 제시하 다.

<Fig. 1>  Effect of including STS

TY  태풍에 비해 강도가 약한 STS  태풍의 포함한  

결과 빈도에서 해석결과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구성된 Traning set에 포함된 일정규모 이상의 

강도가 큰 태풍은 TY 에 포함되어 20년 이상의 고빈

도에서는 STS  태풍의 유무와 상 없이 거의 일치하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Y  태풍

만 포함 시켜 EST분석을 실시하 다. 

3.2 조석 및 계절풍 고려
EST기법에서 조석을 고려하는 방법은 태풍시와 계

풍시 구분되어 용하 다. 우선 태풍시에는 태풍제

원이 기술된 입력벡터의 추가된 한 요소로 조 조건이 

부여되는데, 창조(0), 고조(+1), 낙조(0), 조(-1) 등 각 

조시를 해일고에 포함시켜 입력벡터로 설정하 다. 이

때 고조  조건은 M2분조 진폭을 반 함으로써 조기 

고조조건을 재 함과 동시에 평균해수면값을 부여하

여 연주조 성분까지 반 된 응답벡터를 산정하 다.

계 풍의 경우 태풍과 달리 지속시간이 조석주기보

다 길어 소조 조건을 부여하 다. 즉, 태풍을 제외한 

기간내에 발생하는 해일고를 계 풍의 향으로 간주

하여 연최고조 편차 발생시기를 특정한 후에 조시와 

련된 입력벡터를 작성하 다. 조(0), 조(+1), 

조(0), 소조(-1) 등을 설정하여 조기엔 M2분조의 진폭

만 감안하는 반면 조기와 소조기에는 조기 조건에

서 S2분조의 진폭을 가감하여 조 조건을 부여한 후 이

를 해일고 응답벡터로 설정하 다. 이때 자료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조 측치의 연최 값  가장 작은 값

을 산정하여 반응벡터의 최소값으로 설정한다. 이 게 

함으로써 하 기 조 가 높아지는 연주조 성분도 반

하게 될 뿐 아니라 계 풍에 의한 해면고의 최소값이 

설정되어 빈도의 해석결과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Fig. 2는 조석의 향의 유무에 따른 울산항 용

결과를 나타냈다.

<Fig. 2>  Frequency curves at Ulsan

울산항의 EST 용 결과 태풍의 경우 빈도와 고빈

도에서 모두 조석의 유무에 따라 크게 향을 받고 있

는 반면, 계 풍의 경우는 빈도에서는 향은 미미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빈도의 경우 조석의 향이 태

풍에서 조석을 포함한 경우보다 크게 향을 받고 있

다. 이와 같이 울산을 포함한 동해안 해역에서의 극치

해면 산정시 해일고 만으로 산정할 경우 과소평가될 수 

있어 조석과 계 풍의 향을 고려하여 극치분석을 수

행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3.3 최저 해면고 산정
본 연구에서는 해면고의 최 치에 한 고찰을 통해 

해면고 변동범 까지 산정하고자 하 다. 해면고 변동

범 의 하한치는 항내 설이나 계류시설물 설계 등에 

요구되는데 이를 산정하는 방안 역시 해면고 상한치 산

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때 해일고는 음의 조 편차

를 상으로 산정하게 되는 과 태풍시에 한 해석은 

제외시킨다는 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울산항에서의 빈도

별 해면고 변동번 를 Table 3에 제시하 다.



Period
10 30 50 100 200

Typhoon 0.99 1.17 1.23 1.32 1.41
Monsoon 0.88 1.01 1.05 1.12 1.20
Combined 1.04 1.18 1.25 1.33 1.41

Low -0.23 -0.27 -0.30 -0.34 -0.38
Range 1.27 1.45 1.55 1.67 1.79

<Table. 3> Tidal range of sea levels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 검조소에서 극치해면을 산정

하기 해 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태풍 Training set를 구성하기 해 STS  태풍까지 

고려할 필요는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도 해면고

를 구하기 해서는 계 풍에 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태풍과 계 풍 모두 입력벡터와 응

답벡터 작성시 조석상황을 하게 반 시켜 극치해

면의 과소평가를 극복해야 한다. 태풍의 경우 조기 

고조, 계 풍의 경우 소조에 한 정보 입력이 필요

하며 두 경우 모두 연주조 성분에 따른 평균해면 정보

가 반 되어야 한다.

계 풍에 한 해석을 제외하여도 고빈도 극치해면 

산정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빈도에 한 해석은 계

풍의 해석이 요구된다. 계 풍  조석에 한 해석을 

통해 극조 까지 산정한 결과 동해안 각 지 에서 

빈도를 포함한 빈도별 해면고 변동범 를 산정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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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효과를 고려한 해빈단면변형모의 

Simulation of Beach Profile Change based on Hysteresi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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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안역에서 물리 상에 한 분석은 해안공학

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연안에서의 변화는 복

잡한 자연 상에 이루어지므로 시공간 으로 측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과거 수 십년간, 연안지역

에서 수치모델기법은 해안시스템을 설계하고 계획

하는데 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 들

, CSHORE와 SBEACH는 해안변화를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간단하게 하는 다

양한 가정을 포함한다. Cross-shore(C-Shore)모델

은 2008년 Kobayashi등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선

형 이론과 균일하게 연안과 평행한 경우에 한 

Gaussian 확률분포에 기 를 두고 있다. SBEACH

모델은 미공병단(USACE)에의해 개발되었는데, 

Larson과 Kraus(1989), Larson 등(1990), Wise 등

(1996)에 의해 발정되어졌다. 이 모델은 단면에 횡

방향으로 이동되는 표사의 다양한 지 에 한 불

규칙 에 기 를 두고 있다.    

 이 두 단면 수치모델(C-SHORE와 S-BEACH)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해 non-coupling, courpling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 고, 일정시간동안 진행

된 수리실험과 비교 분석하 다. Non-coupling 방

법은 오직 하나의 고정된 기단면에서 시작하여 

단면변화를 측하는 방법  하나이다. 반면에, 

coupling 방법은 특정 시간간격을 두어 복되는 

기단면에서 시작하여 단면의 변화를 측하는 

방법  하나이다. 이  시간에 한 마지막 단면 

결과는 다음 시간스텝에서의 기 단면이 된다. 

이 연구에서 coupling 방법  두 개의 연속된 

기 단면들에 한 시간 간격은 5분이다.  

2.모델설명

2.1 CSHORE 모형
  CSHORE 모델은 자연 해안에서 연안의 종 횡

방향으로 이동하는 부유사와 소류사의 이동속도를 

측하기 해 시간평균 연속방정식, 해안의 황방

향과 종방향에 한 운동량방정식 그리고 에 지

방정식에 기 를 둔다. 여기서 연안 방향과 그 직

각방향으로 움직이는 부유사의 이동속도   와     

    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sx x sq a UV=                           (1)

0.5[ ( ) ]
tan

bx
x

Sa a a
φ

= + ≥
              (2)

  여기서   와    는 각각 해안의 횡방향과 종방

향흐름,   는 부유사 체 , Sbx 는 연안의 횡방향 

하상 경사 그리고  는 표사의 내부마찰각이다. 연

안의 종 횡방향 소류사 이동속도    와    는 다

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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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b는 경험  매개변수, Gx(Sbx)는 소류사 

이동속도에서 하상경사 Sbx의 향을 나타낸다. 해

안 단면 변화는 하상 표사의 연속방정식을 이용하

여 표시된다. 

(1 ) 0b x
p

z qn
t x

∂ ∂− + =
∂ ∂                    (4)

  여기서    는 하상표사의 공극률,  t 는 하상고

도가 변할 때의 형태학  시간이다.

2.2 SBEACH 모델
   SBEACH 모델은 아래처럼 표사이동을 한 

다양안 흐름조건 하에 다른 상 구간과 물리  

특성값을 기 로한다. 

Zone1 쇄 가 일어나지 않는 랑일 때 이동속도

1 ( )

1

1
bi

n
x x

bi
i

q q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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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Zone 2- 쇄 가 일어나는 랑 에서의 이동속도

[ ( )]eq
dhq K D D

K dx
εξ α= − −

           (6)

Zone 3- 쇄 에서의 이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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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gΔh < 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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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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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gΔh = ubs
2

그리고                              가 된다.

xbi 쇄 가 일어나지 않는 랑의 치, qbi 기 

쇄 지역에서의 이동속도, λi는 지수계수, D 는 

단  체 당 랑에 지 손실, Deq는 평형에 지 

손실, K는 이동속도 계수, ε경험  이동계수, qs 

는 단  xs에서의 이동, Δh는 x에서의 단  심

과 특정지  사이간 높이차, ubs는 빈쪽으로 이

동하는 단 의 속도 ; tanβl은 국부해변경사 이고, 

tanβs는 x지 에서의 국부해안경사이다.

  해안단면변화는 다음과 같이 연속방정식을 이용

하여 나타내어진다. 

                                (9)

  여기서 h는 하상 고도, q는 횡방향 표사이동속

도, t는 하상고도 변화하기 한 형태학  시간 그

리고 x는 횡방향 거리이다. 

  단면을 따라 고정된 수평부분에서 수직높이를 조

정함으로서 단면의 변화를 해결한다. 육지쪽 경계

부분은  쌓이는 수평  한계이다 그리고 외해 경계

면은 표사이동속도가 0으로 감소될 때 발생한다. 

3 수리실험과  수치결과

3.1 실험준비
  실험은 길이 40m 폭 0.7m 그리고 높이 1.2m인 

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수조의 수심은 49cm이다. 

피스톤타입의 조 으로 부터 고 11cm 주기 

1s의 규칙 를 생성하 다. 미세사의 앙입경은 

0.16mm이고 단면은 t=0, 1, 2, 4, 그리고 8시간 간

격으로 계측되었다. 

3.2 모델 캘리브레이션
  두 모델은 가장 합한 값은 구하기 해 경험

 매개변수의 캘리 이션을 통하여 첫 번째 실

험을 수행하 다. 이 경험  변수값들은 다음과 

같이 표 되는 방정식으로부터 평균제곱근값에 의

해 수치결과와 수리데이터의 통계  비교를 통해 

나타내어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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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N

c m

i m

z zRMS
N z=

−= ∑
               (10)

  여기서, zc는 계산된 단면 고도를 나타낸 것이

고, zm은 측정된 단면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N은 

단면으로부터 횡방향에 치한 지 의 개수이다. 

모델 캘리 이션  RMS값보다 더 작은 수치

는 더 정확한 값을 의미한다. 

  CSHORE 모형에서, 다섯 개의 경험  매개변수

들이 보정되어졌고 다음처럼 합한 값이 구해졌

다. 쇄 율 변수(γ): 0.9, 쇄 에 의한 부유효율(eb): 

0.005, 마찰에 의한 부유효율(ef): 0.01, 부유사 변

수: 0.2 (a)  그리고 소류사 변수 (b): 0.002

   SBEACH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값에서 최

0.79tan1.47 ( )
/
o

R rmso
rmso o

Z H
H L

β=

pn



의 값이 구해졌다. 육지측 쇄 수심 계수 (a) 
0.5, 무너지기전 쵀대 경사 (Φ) 25°, 이동속도 계
수 (K)는 7.5x10^-7, 이동속도 붕괴계수 (λ) 0.5

3.3 CSHORE 결과 
  Coupling 과 Non-coupling 방법으로 계산된 

C-SHORE의 특정 시간간격에서 상된 단면 결과

는 그림1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에서 결과

가 보여주듯 두 방법간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 있

지 않았다. 측된 단면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

다, 0.5h~1h 동안 계측된 결과와 거의 일치하 으

며 2h~8h 동안 측정된 값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

다. 두 방법은 0.5h ~ 4h간에는 거의 같았으나 

8h 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이 결과는 

C-SHORE의 용성에 한 이 을 보여주는데 단

면을 계산하는데 있어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정

도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다.   
<Fig. 1> Predicated profiles of CSHORE model by 

non-coupling and coupling methods at specific 
time step.

3.4 SBEACH 결과
  Fig 2는 Coupling방법과 Non-coupling 방법에

의해 특정 시간간격마다 측된 계산결과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 SBEACH를 이용하 다. 

Non-coupling방법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측값

에 비하여 정도가 떨어졌다. Coupling방법으로는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합한 단면 결과를 

산출하 다.

 SBEACH모델에서 Coupling방법은 실험결과와 

높은 정도를 보 고 Non-couplig 방법은 다소 정

확성이 떨어졌다. 



<Fig. 2> Predicated profiles of SBEACH model by 
non-coupling and coupling methods at specific 
time step

 
4.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CSHORE와 SBEACH 

모델을 이용하여 , Non-coupling방법과 coupling

방법과 측된 결과를 실험실에서 얻어진 수리데

이터와 비교 정확성을 높이는데 있다.  CSHORE모

델에서 단면결과는 Coupling방법과 Non-coupling

방법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해안단면 수치모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차이가 없지만, SBEACH 모델에서는 Non-coupling 

방법이 Coupling방법보다 다소 정확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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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형식 해안구조물의 양압력검토

Lifting Pressure Measurements on a Jacket-type Coastal Structure

신성원1, 김규한2, 이지연3, 한 필4 

본 연구에서 자켓형식의 해안구조물에 가해지는 양압력(lifting pressure)을 2차원 단면수조에서 계측하

여 치별 최 압의 변화를 악하고자 하 다. 1/40로 축소된 모형을 수조에 설치하고, 규칙   불

규칙 를 조 하여 고와 주기의 변화에 따른 압의 특성을 악하 다. 

잔교형태의 해안구조물 상  하단에 5개의 압계를 외해부터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치별 최

압을 계측하 다. 불규칙 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최 압은 상 의 외해부분에서 가장 크게 측정되

었으며, 직립벽 근처에서의 처오름 상으로 압이 높게 계측되었다.   

한, 고별 최 압의 경향을 악하기 하여 규칙 의 주기를 고정하고 고를 변화시키며 압

을 측정하 다. 규칙 의 경우도 불규칙 에서와 비슷하게 잔교 면(외해측)과 직립벽측에서 압이 크

게 계측되었으며, 고가 증가하여 이 상 의 높이에 근사할 때까지 압이 증가하며, 월  상이 

일어나는 고의 경우 압 즉 양압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실험결과를 통해 자켓형태의 해안구조물의 양압력이 큰 치는 면과 직립벽 부근임을 악하

고, 월 가 되지 않는 최 고에서 가장 큰 양압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수행한 지역 신센터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해양에

지 문인력 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Fig. 1> 자켓형식 해안구조물 단면실험 사진
<Fig. 2> 파고의 변화에 따른 양압력 크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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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태풍 통과시 기상자료 분석

Meteorological Data Analysis with Low Atmospheric Pressure and Typhoons

박선 1, 서희정2, 김형 3, 서진성4

Seon Jung Park
1, Hee Jung Seo

2, Hyung Jun Kim
3 

and Jin Seong Seo
4

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태풍의 강도 

 규모가 커지고, 그 발생빈도 한 차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국내외 문가들(Emanuel(2005), 

Webster et al.(2005), Moon et al.(2008), 오성남, 2008)

의 체 인 의견으로, 매년 백 사리, 태풍이나 폭풍 

등에 의한 해일과 같은 주기 인 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 

강수 변동 등의 첩으로 그 피해규모는 향후 더욱 증

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기

상이변과 그에 따른 한반도 기후 변화  향 태풍의 

특성변화 등 기후학 인 측면의 지속 인 연구의 필요

성 두와 함께 미래의 기상이변에 한 측 인 측면

의 연구를 통해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기인한 연안재해

를 사 에 처할 수 있는 과학 인 응 방안의 수립

이 필요한 시 이다. 국내의 태풍 활동과 기후변화와의 

연 성에 한 연구로는 문일주 등(2007a, 2007b, 

2008), 최의수 등(2008), 최의수․문일주(2008) 등의 연

구가 있다. 이들은 해일고, 풍속, 기압, 강우량 자료 등

의 연별 극값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한반도 향 태풍의 

강도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강도

가 크게 증 되고 있음을 지 하 다. 한 태풍 강도 

강화의 주 요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해수면의 

상승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을 직 인 원인

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기상청(199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향을 미치는 

태풍 사상의 정의는 피해정도와 향범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태풍의 심이 북  32°

∼40°, 동경 120°∼138°의 범 에 도달한 사상을 의미

하며, 태풍의 심이 북  40°, 동경 110°∼150° 밖으로 

벗어난 경우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 로 1951년∼2008년 까지 한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 187개 사상의 태풍을 선정하고, 이들 태

풍을 상으로 한반도 내습빈도  강도 변화를 검토하

다.

2. 한반도 영향 태풍의 통계적 분석

태풍은 열 성 기압의 일종으로 일반 으로 북태

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 내습할 때의 태

풍은 최성기를 지나 빈약기에 들어갈 때이다. 따라서 

상륙 직 의 태풍은 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으나 상

륙 후에는 어느 정도 약화되는 것이 보통이다(행정자치

부 국립방재연구소, 2002). 우리나라는 지리 으로 일

본에 비하여 태풍의 향을 비교  게 받는 편이나 

북동진하는 태풍의 길목에 치하여 매년 2∼3개의 태

풍이 우리나라에 주로 6∼9월에 향을 끼치게 되며 강

풍과 호우  해일의 형태로 자연재해를 유발시킨다. 

태풍은 그 자체로 는 장마 선 등 도 기상 상과

의 상호작용으로 추가 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며(차

은정 등, 2009), 연안역에서 발생되는 극심한 피해는 보

통 평균값보다는 태풍이나 집 호우 등 악기상 상황에

서 극값을 기록할 때 부분 발생하게 된다(최의수·문

일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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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에서 발생된 태풍의 발생빈도와 한반도

에 향을 미친 태풍의 빈도  강도를 구체 으로 살

펴보면(Table 1, 생략), 지난 58년간 북서태평양에서 발

생된 태풍의 수는 총 1,537개이며 이  한반도에 직·간

인 피해를 입힌 태풍의 수는 187개로 조사기간 내 

연간 평균 3.2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향을 주었다. 최

근 30년  10년 평균값은 조사기간 체 평균값과 비

슷한 수 으로 태풍 발생빈도  향 태풍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과 한반도에 향을  태풍은 8월에 각각 327회, 

61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한반도에 향을  태

풍  약 90 % 이상이 여름철(6월∼9월)에 집 되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직·간 인 피해를 입혔던 187개의 태

풍  온 성 기압(Low)으로 약화된 경우(28개)와 최

풍속 17 m/s 미만의 열 기압(TD) 19개를 제외하

면 최 풍속 17 m/s 이상의 열 폭풍(TS)으로 한반도

에 향을 미친 태풍의 수는 총 140개이다(Table 2, 생

략). 이  최 풍속 33 m/s 이상의 태풍(TY) 의 태풍 

수는 52개로 약 36 %에 이른다. TS  이상의 태풍  약 

33 %에 달하는 44개의 태풍은 한반도에 직  상륙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TS  태풍은 35

개, TY  태풍은 9개이다. 지난 58년간 한반도에 향

을 미친 TS, TY  태풍의 수는 1990년  들어 크게 증

가하 으며, 특히 한반도에 직  상륙한 TY  태풍의 

경우 그 수가 9개에 불과하 으나 이  5개의 태풍이 

2000년  들어 내습한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 향 태풍

의 진로와 강도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향 태풍의 빈도는 큰 변화가 없으나, 

향 태풍의 강도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심으로 크게 

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히는 남해안 상륙 태풍의 빈도  강도는 2000년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악기상 요소의 변동성 고찰

본 장에서는 앞서 한반도 향 태풍으로 분류된 187

개의 태풍을 상으로, 한반도 통과시 측된 기상자료 

분석을 통해 태풍 활동에 직 인 향을 받는 최 풍

속, 순간최 풍속, 최 기압의 변동성을 고찰하기 해 

연안역에 치한 주요 기상 측소의 측자료를 수

집․분석하 다. 여기서 최 풍속과 순간최 풍속은 

해상풍속으로 환산되지 않은 육상풍속 자료이며, 최

기압의 경우 해면상에서의 기압을 의미한다. 인천, 목

포, 부산 등을 포함해 총 22곳(Fig. 1, 생략)등 기상 측

소에서 기록된 태풍 통과시 최 풍속, 순간최 풍속  

최 기압의 극값을 조사하 다. 통계 으로 유의한 분

석결과를 획득하기 해서는 장기 으로 연속 인 시

계열 자료가 요구되나, 장기간의 조  측자료 확보가 

어려운 을 감안해 통계분석 자료의 일 성 유지  

기상자료와의 연 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자료 분석기

간은 1970년 이후로 설정하 다.

Fig. 2(생략)는 한반도 체  해역별로 구분하여 태

풍 향 기간내 계산된 최 풍속, 순간최 풍속, 최

기압의 연별 극값과 그 변화경향을 추세선으로 도시한 

것으로, 실제 측된 극값이 배제되지 않도록 자료의 

가용기간에 상 없이 분석에 활용된 22곳 기상 측소

에서 기록된 1970년 이후의 모든 자료  그 해의 극값

을 산출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한 자료변동이 심한 

2000년 이후 자료는 진한 표식으로 표 하 으며, 계

, 주기  는 불규칙 으로 변화하는 자료에 해 

평활화(smoothing) 과정을 거쳐 추세 단의 도구로 활

용되는 이동평균선을 함께 도시함으로써, 각 요소별 

반 인 추세경향  주기성 악이 용이하도록 하 고, 

자료의 분석기간이 단기간인 것을 감안해 5년 이동평

균하여 제시하 다. 

한반도 체 으로 1970년 이후 태풍 향 기간내 최

풍속, 순간최 풍속의 기록값은 꾸 히 상승하고 있

으며, 최 기압의 극값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각 요소별 극값은 2000년  들어 변화폭이 매

우 크게 변동되고 있으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선형회귀선과 마찬가지로 5년 이동평균의 경우 뚜렷한 

주기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략 15년 정도의 주기로 증

가-감소를 반복하며 최 풍속  순간최 풍속은 증가

하고 최 기압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5(생략)에 제시된 해역별 극값의 변화를 살펴

보면, 각 요소별로 해역에 따라 변화양상의 차이가 매

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최 풍속의 경우 제주해역을 

제외하고 상승량이 미미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순간최 풍속의 상승량은 모든 해역에서 미

미하지만 반 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

기압의 경우 동해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며, 남해안의 감소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로 증가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해역의 공통 인 특징은 한반도 체 인 경향과 마찬

가지로 2000년 이후의 기록들이 반 으로 크게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2000년 이후 측 기록

들이 한반도의 반 인 해일고  악기상 강도의 변화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여름철 

태풍 활동에 지배 인 향을 받는 기압 극값의 변화가 

여타 해역에 비해 상당히 크게 변화된 남해안의 경우 



그 만큼 해당 해역의 통과하는 태풍의 강도가 강화되었

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힌 

부분의 태풍 진로가 제주해역을 거쳐 남해안에 상륙한 

후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

할 때, 한반도 향 태풍의 강도는 지속 으로 증 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3(생략)은 최 풍속, 순간최 풍속, 최 기압 

극값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해역별로 구분하여 제시

한 것이다. 선형회귀분석에 의하면 한반도 체 으로 

최 풍속의 극값은 연평균 0.251 m/s/yr 상승하여 기

간내 총 9.777 m/s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최

풍속의 경우 한 연평균 0.279 m/s/yr, 총 10.895 m/s

가 상승하 고, 최 기압의 극값은 연평균 0.286 

hPa/yr 하강하여 39년간 총 11.164 hPa이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최 풍속과 순간최 풍속의 경우 제주해역에서 39

년간 각각 12.540 m/s, 6.836 m/s가 상승하여 변동폭이 

가장 컸으며, 남해안에서의 상승량도 5.765 m/s, 6.517 

m/s로 여타해역에 비해 비교  크게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최 기압은 남해안 지역에서 연평균 0.342 

hPa/yr, 39년간 총 13.338 hPa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

로 하강하 으며, 제주해역 역시 39년간 총 6.768 hPa 

감소하여 감소폭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태풍 통과시 기록된 기상요소들의 장기 변화

량은 한반도 체 으로 결코 작지 않으며, 남해안과 

제주해역을 심으로 뚜렷한 변화와 함께 한반도 체

인 변화경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의 경우 

최 풍속, 순간최 풍속, 최 기압 등 악기상 요소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태풍의 강도가 증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Table 4(생략)는 1970년 이후 39년간 태풍 향 기간

내 기록된 최 기압의 상  50 까지 기록을 제시한 것

이다. 상  10 까지의 기록  세 차례를 제외한 모든 

기록이 2003년 내습한 태풍 MAEMI에 의해 거제, 통 , 

남해 등 남해안 일 에서 기록되었으며, 가장 낮은 기

압을 기록한 태풍 사상 한 태풍 MAEMI로 거제 기상

측소에 측된 941.6 hPa이다. 상  50 의 기록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태풍 사상은 MAEMI로 모두 10

회가 기록되었으며, 부분이 상 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태풍 RUSA와 DINAH(8712)로 각각 8회와 

7회가 기록되었다.

최 기압 극값의 발생빈도(Table 5, 생략)를 살펴보

면 2000년  들어 가장 많은 28회(56.0 %)의 발생빈도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앞서 Table 4(생략)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들어 태풍 MAEMI, RUSA, 

SAOMAI(0415) 등과 같은 형 태풍의 내습이 잦아짐

에 따라 기존 기압 극값의 상  기록들을 부분 갱신

하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16회(32 %)가 기록된 

1980년 로 역시 지 않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1980년 의 기록들은 태풍 VERA(8613), 

THELMA(8705), DINAH 등의 향으로 1980년  

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들 태풍의 향으로 인해 

한반도 체 인 기압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상륙 태풍 가장 낮은 빈도를 보

인 1970년 와 1990년 에는 최 기압의 발생빈도 

한 크게 감소해 각각 3회씩 기록되고 있다.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인 2000년 와 1980년 의 기록들을 해

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  기록된 28회의 기록  남

해안이 15회(53.6 %)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으며, 다

음으로 제주해역에서 10회(35.7 %)가 기록되었다. 1980

년  역시 총 16회의 기록  6회가 남해안에 기록되었

으며, 제주해역 4회, 서해안과 동해안 각각 3회씩 기록

되었다. 이처럼 최 기압의 상  50  기록  78.0 %에 

이르는 39회가 남해안(23회, 46.0 %)과 제주해역(16회, 

32.0 %)을 심으로 측되고 있다. 이러한 발생빈도의 

증가 원인은 남해안 상륙 태풍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이처럼  최 기압 극값의 상  기록들 뿐 아니라 연

별, 해역별로 발생빈도를 구분하더라도 부분의 극

값 기록들이 남해안 일 를 심으로 2000년  들어 크

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들어 태풍 

내습빈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내습 태풍의 강도는 크

게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강도 강화의 증거를 

제주해역과 남해안 일 를 심으로 8월과 9월에 집

되어 기록되고 있는 최 풍속, 순간최 풍속  최 기

압 등 악기상 자료의 극값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8년간 한반도에 직  상륙한 9개의 TY (33 

m/s 이상) 태풍  5개가 2000년  들어 내습하 고, 

이  4개의 태풍이 남해안으로 상륙한 것으로 볼 때 남

해안 일 를 심으로 한 태풍 내습에 따른 험성은 

크게 증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많은 연구들(Emanuel, 2005; Webster et al., 2005; 최의

수·문일주, 2008)에 언 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세계 인 태풍 활동 

 강도가 증 되었으며, 특히 한반도가 치한 도 

지역에서의 태풍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남해안 일

를 심으로 태풍에 의한 재해 험성  피해규모는 

더욱 증 될 것으로 측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 로 1951년∼2008년 까지 한

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 187개 사상의 태풍을 

선정하고, 이들 태풍을 상으로 한반도 내습빈도  

강도 변화를 검토하 다.

2000년 이후 측된 최 풍속, 순간최 풍속  최

기압의 극값은 한반도 반 인 악기상 강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부분의 극값 기록들이 2000년  들

어 제주해역과 남해안 일 를 심으로 8월과 9월에 집

되어 기록되고 있어 한반도가 태풍의 향을 가장 많

이 받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 태풍 활

동에 지배 인 향을 받는 기압 극값의 변화가 여타 

해역에 비해 상당히 크게 감소한 남해안과 제주해역은 

그 만큼 해당 해역의 통과하는 태풍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악기상 요소의 극값을 유발하는 주 요인인 태풍의 강

도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기상 요소  태풍 강도

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극값의 변화는 한반도 상륙 태풍의 강도

가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

는 최근 발표된 많은 연구들에 언 된 바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세계 인 태풍 

활동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들로부터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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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에서 연안류 측결과의 해석

Analysis on the littoral currents in the intertidal zone 

권경환1, 이종섭2

Kyong Hwan Kwon1 , Jong Sup Lee2

1. 서론

연안의 침식과 퇴 문제는 국토의 보 , 방재 그리고 

경제 인 측면에서 요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

다(Erosion, 2004; IPCC, 2007). 

연안의 표사이동에 향을 주는 성분으로 랑, 랑

에 의해 발생하는 흐름 이외에도 조류, 취송류  질량

수송성분이 있다.

본 연구는 구시포 해수욕장 연안 흐름을 해석하기 

해 지 측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GPS를 이용한 연안 흐름 측 자료와 계산결과를 비교 

분석 한다. 

연안 흐름 해석을 한 모형의 구축은 Fig. 1과 같다. 

먼  수심, 지형 자료  구조물의 치를 입력한다. 조

석에 의한 조류와 바람으로 인한 취송류의 수치계산 수

행을 해 기존 해양조사원의 조석 측성과를 조사하

고, 원자력 발 소에 치한 AWS 기상 측 자료를 

통해 바람자료를 분석 한다. 실시간 입사 랑 경계조건

을 조사하기 하여 ADCP로 입사 를 측하 다.

<Fig. 1>  Flow chart of the model simulation. 

분석한 상해역의 해양환경 조건을 반 하여 수치

계산을 수행한다. 조석·조류  취송류는 DIVAST모형

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데, 취송류 계산을 한 

바람자료는 10분 간격으로 입력하 다. 조사 시 일의 

바람을 고려한 조석류 계산결과를 1시간 간격으로 

장한다. 랑변형은 SWAN모형으로 조사시 일 24시

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계산을 수행한다. 랑변형에 

한 계산을 수행한 후 해빈류, 에 의한 질량수송 계

산을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수행한다. 각 격자의 성분

별 실시간 계산 결과를 합성한다. 조석, 취송류, 동, 

의 질량수동 성분은 서로 비선형 으로 향을 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서로 향

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합성된 유속벡터를 통해 

Lagrange 인 입자추  모형을 사용하여 입자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 다. 그리고 GPS를 이용한 연안흐름의 

실측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검토 한다.

2. 연안에서 흐름장 해석방법

2.1 조석·조류 및 취송류
본 연구지역 조석·조류  취송류의 수치해석을 

해 Falconer(1986)에 의하여 계발된 DIVAST(depth 

integrated velocities and solute transport)모델을 사용

하 다. DIVAST 모델은 수심 분된 Navier-Stokes 방

정식을 유한차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바람에 의해 발

생하는 취송류 성분을 고려하기 해 10분 간격으로 

상 지역의 풍향과 풍속을 입력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2.2 파랑변형
랑변형은 SWAN(simulating wave nearshore)모

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SWAN모형은 수심변화에 따

른 천수변형, 굴 , 쇄  등의 제반 상을 고려하여 심

해로부터 천해로의 고변화를 순차 으로 계산해 나

가는 모형으로서 네덜란드 Delft 공과 학에서 개발되

어졌으며, 주어진 바람과 해 면  해류 조건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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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역, 호수  하구의 랑을 계산한다. 

2.3 파랑에 의한 해빈류
 주어진 입사 랑 조건  지형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해빈류를 계산하기 해, DIVAST 모형을 해빈류 계산

에 합하도록 재구성한 WICU-DIVAST(wave induced 

current of depth integrated velocity and solute 

transport)모형을 사용하 다.

2.4 파에의한 질량수송 속도
미소진폭 이론에서 동에 의한 수립자의 운동궤

은 폐곡선으로서 의 1주기 후에는 원래의 치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수립자의 치에 따른 속도

의 변화를 미소진폭이라는 가정 하에 무시하 다. 

Stokes(1847)는 2차 섭동방정식으로 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질량수송속도를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Euler 방법에 의해 질량수송을 계산 하 다.

2.5 입자추적에 의한 합성된 흐름장 해석
연안의 흐름 특성은 Lagrange 인 입자추 으로 

random walk 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RNDLEE 모형 (이

종섭과 김호진, 1995)을 사용하 다.

3. 하계 구시포 해수욕장 해양환경

수치모형의 입력을 해 구시포 해수욕장 연안의 수

심과 조석, 랑  바람자료들을 분석하 다. Fig. 2에

서 조사지역의 해양환경 특성을 악하기 한 정 을 

나타내었다. C2정 은 조석·조류와 랑을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를 이용해 측한 지 이

다. AWS 정 은  원자력 발 소에 치한 AWS 기

상 측 을 나타내고 DISCHARGE는 원자력 발

소의 방류구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나타내며, 6개

호기 가동 시 배출량인 354.6 m3/s를 용하 다(한국

력기술주식회사, 1999).

3.1 조석 및 조류 현지관측결과
상 지역의 조석  조류의 특성을 악하기 해 

Fig. 2의 C2정 에서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로 측한 수심자료와 유속자료를 분석하 다. 

<Fig.2>  Data collection points of tidal, wave and wind data.

수심자료는 2011년 8월 5일 18시부터 2011년 9월 5일 

06시까지의 분석하 다. 10분 간격으로 측된 수심자

료를 Task2000을 이용하여 조화분해를 실시하고 조석조

화상수  비조화상수를 추출하 다. Fig. 3에 나타난 조

석 측결과 1일 2회조의 조석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Fig. 3>  Time series of tidal elevation at C2.

3.2 하계 바람특성
취송류 성분의 계산을 해서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발 소 내의 AWS(automatic weather system)

기상 측 자료를 통해 측된 바람 자료를 분석 하

다. 조사기간인 8월에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는 풍향은 

Fig. 4의 바람 장미도를 분석한 결과 S ~ SSW와 E ~ NE 

이다. 3 m/s 이상 속도의 바람은 주로 S ~ SSW 계열에

서 발생하 고 3 m/s이하 속도의 바람은 주로 E ~ NE 

계열에서 발생하 다.  N계열의 바람은 주로 1 m/s 이

하의 낮은 속도를 나타낸다.

3.3 하계 입사파랑특성
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흐름의 계산을 해 Fig. 2

의 C2정 에서 ADCP로 측된 입사 랑 자료를 분석

하 다. 8월 5일 18:00부터 9월 5일 03:00까지 3시간 간

격으로 입사 의 유의 고( ), 향( ), 주기( )를 

측 하 다. 조사기간인 8월의 입사 는 Fig. 5의 랑 

장미도를 분석한 결과 주로 W 계열의 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Fig. 4>  Wind Rose Diagram at AWS.

<Fig. 5>  Wave Rose Diagram at C2. 

3.4 해빈류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1. 8.16 10시와 15시에 측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Fig. 6은 상지역의 해빈류를 측

하는 사진이다. GPS의 좌표를 10  간격으로 수집하여 

부이의 치를 악하여 순간속도  방향을 분석한다. 

Fig. 7-B는 해빈류의 측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6>  G.P.S tracking buoy.

4. 하계 구시포 해안에서 흐름장 계산결과

4.1 조석·조류 및 최송류 계산결과
10시경에는 해안선의 남쪽 방향으로 탁월한 흐름이 

나타나고, 구시포 해수욕장 부근에서는 구시포 어항 쪽

으로 흐르는 흐름이 나타난다. 15시경에는 해안선과 평

행한 방향인 SW방향에서 NE 방향으로의 흐름이 탁월

하게 나타난다. 해안선을 따라 흐르던 흐름이 원자

력 발 소의 방류제의 향으로 구시포 해수욕장 부근

에서 회 하는 흐름의 형태를 보인다. 해수욕장의 앙

으로 볼 때 남측에서는 남쪽 방향의 흐름이 발생하고 

북측에서는 구시포 어항으로 이어지는 연육교로 빠져

나가는 흐름의 형태를 보인다.

4.2 파랑변형 계산결과
10시에서 11시는 수 가 낮은 간조이며, 분석한 입사

의 유의 고 0.34(m), 주기 3.68(s), 향 223(deg)으로 

랑변형 계산을 수행하 다. SW방향에서 NE방향으로 

진행하던 는 구시포 해수욕장 부근에서 E방향으로 굴

된다. 낮은 수 로 인해 랑은 구시포 해수욕장까지 

향을 주지 못하고 구시포 어항 부근에서 쇄 하는 형태

를 보인다. 15시에서 16시는 수 가 높은 만조이며, 분석

한 입사 의 유의 고 0.5(m), 주기 2.52(s), 향 214(deg)

으로 랑변형 계산을 수행하 다. SW방향에서 NE방향

으로 진행하던 는 구시포 해수욕장 부근에서 E방향으

로 굴 된다. 10:00의 경우와는 다르게 만조시 랑은 구

시포 해수욕장까지 진행되어 쇄 가 진행된다. 해수욕장 

면에 조석의 수 에 의해 랑의 향을 받는 면 이 달

라지는 것을 수치 모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3 해빈류 계산결과
SWAN모형으로 계산된 각 격자 의 고, 향, 주

기로 WICU-DIVAST 모형을 통해 해빈류를 계산한 결

과 상 시간의 입사 의 고가 낮아 구시포 해수욕장 

인근에 해빈류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4 Stokes drift 계산결과
 측된 입사 랑의 조건으로 SWAN모형으로부터 

각 격자 에서 얻은 Stokes Drift 계산결과 질량수송 속

도는 10:00에 평균 3 cm/s 이하의 속도를 나타내고 

15:00에 평균 18 cm/s 속도를 나타낸다.

4.5 하계 구시포 해안에서 입자추적 계산결과
GPS를 이용한 연안 흐름의 조사기간인 2011년 8월 

16일의 수치 계산 결과로부터 각 격자 의 유속벡터를 

합성하 다. 합성된 유속벡터를 사용하여 Random 

walk 모형에 의한 입자추  계산을 수행하 다. Fig. 

7-C는 10:00의 계산 결과이다. 입자는 격자의 한 지

(x=195, y=160)에서 100개를 방출하 으며 10분 간격

으로 계산 하 다. 입자의 움직임은 기에 W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구시포 어항 방향인 N 방향으로 회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Fig. 7-D는 15:00의 계산 결과이다. 입

자는 격자의 한 지 (x=210, y=160)에서 100개를 방출

하 으며 10분 간격으로 계산 하 다. 계산결과 입자의 

움직임은 구시포 해수욕장의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인 



NE방향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5. 결론 및 요약

연구 상일인 2011년 8월 16일은 조로써 조석에 의

한 수 차가 최  6m이상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 의 

고는  0.5 m 이하, 향은 주로 SW계열로 측되었다. 바

람의 속도는 평균 3 m/s, 방향은 S계열이 우세하게 나타

났다. 

각 성분별 유속의 계산 결과 조류가 연안의 흐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고로 인

해 해빈류는 쇄  일 에서만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Stokes drift는 10 cm/s 이하로서 계산

역의 체에 걸쳐 나타났다. 바람에 의한 취송류 성

분은 풍속이 작아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7-A는 

입자추  계산결과와 측된 연안흐름을 비교한 표이

다.  분석결과 흐름 방향은 유사한 패턴을 보 으나 평

균속도는 측 값이 계산결과보다 약 2배 크게 나타났

다. 이러한 속도의 차이는 측 시 수면 로 노출된 부

이의 단면이 바람과 에 의해 향을 직  받아 속도

가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상일은 랑에 의한 향보다는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가 연안의 흐름에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랑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나 바람의 

향이 큰 시기에는 랑과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흐름 

성분이 연안의 흐름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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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average flow speed and direction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results.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만  방조제 면해역 해양환경변화

Variation of Foreground Oceanic Environment of Saemangeum Tide 

Embankment due to Global Warming

송 구1, 정재상2, 김지성3, 조권상4

 Song Hyun-Gu1, Jung Jae-Sang2, Kim Jusung3, Cho Kwonsang4

1. 서  론

최근 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주변 해수온은 약 0.67℃ 상승하 으며 빠

른 시일 내에 극 인 반 이 없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추이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온 상승으

로 인해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한반도를 향해 

근하는 과정에서 그 세력이 약해지던 열 성 기압

은 태풍에 공 될 수 있는 수증기 량의 증가로 그 세력

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우리가 일 이 경험하지 

못한 형 태풍과 폭풍해일이 서해안 일 를 강타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국토해양부, 2007).

이러한 인식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  지구온

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서해 해수면 증가량은 1992년 

IPCC에 의해 설정된 시나리오 IS92a (Best Estimate), 

IS92e (High Estimate)에 의거 2100년까지 각각 50 cm, 

100 cm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하고, 이어 해

수온도의 상승으로 더욱 강력해진 태풍을 Super 

typhoon이라 정의하고 과거 새만  방조제를 했

던 Irving (7910)과 Prapiroon (0012)의 이동경로를 토

로 총 10개의 Super typhoon을 선정하 다. 둘째  선

정된 Super typhoon을 상으로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기상해일의 정량  평가가  이루어진다. 

2. 해수온도 상승에 의한 슈퍼태풍

태풍은 지구 자 으로 인한 편향력으로 인해 북반구

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며 따라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상 으로 큰 괴력을 지닌다. 이러한 태풍

의 특성상 새만  방조제를 으로 두고 서해안으로 진

입할 경우 새만  방조제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단된다. 과거 이러한 경로로 진입한 태풍으로는 Irving 

(7910)과 Prapiroon (0012) 등이 있으며 한반도에 내습

했던 태풍  그 세기가 가장 컸던 것으로는 Maemi 

(0314)를 들 수 있다. Fig. 1에는 과거 서해를 경유하여 

한반도로 진입한 총 40여 개 태풍의 이동경로를 도시하

다.

미 합동태풍경보센터 (JWTC) 자료를 활용하여 197

5～2004년 사이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을 분석하면 

1970년 에 속 20m 안 이던 태풍의 순간 최 풍속

이 2000년 에 이르면 속 40m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람의 세기가 매년 속 0.7m씩 빨라진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

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에 공 될 수 있는 수증기 량

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태풍강도

증가 추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Irving (7910)

과 Prapiroon (0012)의 이동경로를 토 로 새만  방조

제를 할 수 있는 Super typhoon의 경로를 산정하

으며 산정된 경로는 Fig. 2에 도시하 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 태풍 Irving은 새만  면해역을 정면으로 

통하는 반면 태풍 Prapiroon은 새만  면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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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고 우리나라로 진입했다. 술한 Super 

typhoon의 경로는 이러한 태풍의 특성과 반경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해안 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선

정하 다. 지구 자 에 따른 편향력으로 진행 방향 우

측에서 상 으로 큰 괴력을 지니는 태풍의 특성상 

Irving – C 혹은 Prapiroon – D 등이 가장 큰 괴력

을 지닐 것으로 상된다. Super typhoon의 세기는 지

나치게 보수 인 근을 피하기 해 Maemi (0314)와 

동일한 것으로 산정하 다(국립방재연구소, 2004). 

<Fig. 1>  서해상에 진입하는 태풍  새만  해역을 

통과하는 태풍

 

(a) Irving의 이동경로  (b) Hypothetical track

  

(a) Prapiroon의 이동경로(b) Hypothetical track
<Fig. 2>  서해를 통과한 Super Typhoon의 경로

3. Super Typhoon에 의한 폭풍해일고

해수면 상승이 기상해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새만  면해역을 아우르는 활한 해역을 상

으로  에서 선정된 슈퍼 태풍의 세기와 근 경로

를 상으로 MIKE 21 HD 모듈을 사용하여 수치모의 

하 다. HD 모듈은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

으로 채택한다.

술한 비선형 천수방정식  운동방정식과 연속방

정식은 ADI차분기법, Upwind 차분기법을 사용하여 

수치 분하 으며 과도한 계산량을 피하고 개방 경계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해 staggered grid system을 

차용하 다.

3.1 폭풍해일고 수치모형의 검증
수치모형의 검증은 비교  측자료가 풍부한 

Typhoon Nari (0711)를 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

년 9월 13일 00시부터 2007년 9월 18일 18시까지 총 90

시간을 수치모의 하 다. Fig. 3에 도시된 계산 역은 

1,800m 격자를 활용하여 이산화 하 으며 수치모의 시

간간격은 30 로 선정하 다. 이러한 수치는 

로 정의되는 Courant No. 2.8에 해당되는 것

으로 수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Fig. 4에

는 수치모의에 사용된 Typhoon Nari (0711)의 이동경

로와 심기압 시계열 자료를 각각 도시하 다. 

<Fig. 3>  기상해일 수치모의를 한 계산 역과 수심도



(a) 그림 3-3 Typhoon Nari(0711)의 이동경로

(b) 시계열에 의한 Nari의 중심 기압변화
<Fig. 4> 태풍 Nari의 이동경로  심기압변화

Fig. 5  Fig. 6에는 검조소가 치한 서귀포 항 해역

에서 수치모의 된 기상해일고를 도시하 으며 비교를 

해 검조소에서 측된 기상해일자료도 함께 도시하

다. 태풍 Nari(0711)가 제주도를 통과하기 직 인 9

월 16일 03시에 측된 기상해일고 최 치는 비교  일

치하나 태풍 Nari(0711)이 근하면서 시작하는 해수

면 상승 양상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해수면 상

승이 정 에 이른 후 시작되는 해수면 하강고와 하강 

양상은 상 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은 본 수치모의에서 사용된 1,800m의 격

자로는 방 제로 둘러싸인 서귀포항 내 치한 검조소 

인근의 수리 상을 충분히 반 할 수 있을 만큼의 해상

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비교  장주기인 기상해일이 입구가 좁은 항 내로 진입

시 발생하는 항 유입부 손실, 항내에 진입했다 다시 외

해로 회귀하는 해일 등이 정확히 재 되지 못하 다고 

단된다. 최  해일고 발생 이후 항내 공진으로 다소 

과다하게 해수면이 하강하는 양상은 세 한 격자를 사

용하여 서귀포항 인근의 해양환경을 정 하게 재 하

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고 단된다. 

Fig. 7에는 태풍 Nari(0711)가 북상하여 우리나라 남

해안으로 진입시 수치모의된 기상해일고를 순차 으

로 도시하 으며 태풍 Nari(0711)로 인해 해수면은 남

해안에서 최  0.5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5>  서귀포에서 측된 조 자료와 수치모의된 

천문조 

<Fig. 6>  수치모의된 서귀포에서의 고

    (a)2007/09/15/03:00     (b)2007/09/15/15:00

   (c)2007/09/16/03:00     (b)2007/09/16/15:00
<Fig. 7>  남해안으로 진입 시 태풍 Nari의 기상 해일고 

수치결과

3.2 Super typhoon에 의한 storm surge
Irivng의 경우 1979년 8월 13일 00시부터 1979년 8월 

18일 00시까지 총 120시간을 수치모의하 고, Prapir- 



oon의 경우 2000년 8월 27일 18시부터 2000년 9월 1일 

18시까지 총 120 시간 동안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수

치모의 시 조류속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태풍이 만조시

에 내습한다고 가정하여 기  수 면으로부터 약 6.1 m 

수 를 상승시켜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1) Super typhoon: Irivng - A, B, C, D, E

지구 자 에 따른 편향력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상

으로 큰 괴력을 지니는 태풍의 특성이 기상해일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Irivng - A, B, D는 태

풍 심이 새만  면해역의 남쪽을 통과하도록, 

Irivng - C, E는 새만  면해역의 북쪽을 통과하도록 

선정하 다.

만의 동쪽해역으로부터 북진하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의 강한 해상풍을 동반하며 국 동부 연안에 매우 

높은 태풍해일고를 형성시킨다. 이 게 형성된 폭풍해일은 

상  긴 장으로 국 동부 연안으로부터 부분이 

반사되어 서서히 우리나라의 서해안으로 이행된다. 이 게 

반사되어 우리나라 서해 연안으로 이행되는 폭풍해일

의 진행방향과 새만  면해역에서 태풍에 수반된 해

상풍과 반 방향으로 조우하는 경우 폭풍해일고는 상

으로 낮아지며 Super Typhoon Irivng - A, B, D의 

경로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최  해일고는 0.5m 이

하의 값을 지닌다. 반면 국 동부 연안에서 반사되어 

우리나라 서해 연안으로 이행되는 폭풍해일과 해상풍

이 나란하게 형성되면 해상풍으로부터의 지속 인 에

지 공 으로 폭풍해일고는 증폭된다. 이러한 기작으

로 인해  Irivng - E의 경우 해일고는 최  1m 가까이 상

승하 고 Irivng – C의 경우 0.5m까지 상승하 다.

술한 로 Irivng - A, B, D의 경우 최 해일고 발생 

시 에서 태풍의 심은 새만  해역으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으며 풍향은 폭풍해일의 진행방향과 반 이며 

풍속도 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Irivng - C, E의 경우 태

풍의 심은 서해안에 기 진입하 고, 풍향은 서해안과 

나란하며 풍속은 30m/sec에 달할 정도로 무척 강하게 

나타났다.

 2) Super typhoon: Prapiroon - A, B, C, D, E

 Prapiroon - A, B, C, D, E의 경로는 모두 새만  해

역보다 훨씬 북쪽으로 진입하도록 선정하 다. Fig. 8에 

도시된 폭풍해일고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최  해

일고는 0.8～1.0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

든 폭풍해일고의 수치모의 결과들이 유사한 양상을 지

닌다. 이러한 상은 Irivng의 수치모의 결과와 동일한 

기작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술한 서

해안 폭풍해일의 증폭구조는 Fig. 9에 도시하 다.

 

(a) Irving

(b) prapiroon
<Fig. 8> 새만  방조제 인근의 폭풍해일고

  

   (a) 약화된 폭풍해일    (b) 증폭된 폭풍해일
<Fig. 9>  서해안 폭풍해일 생성 특성

참고문헌

국립방재연구소 (2004). 폭풍 매미 내습시 경남
해역의 조석 및 폭풍해일 모의.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2007).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분야 종합대책.



지진해일에 의한 연안 범람 시뮬 이션

Simulation of Coastal Inundation due to Tsunami 

김 승1, 이제신2, 성하근3

Hyun-Seung Kim1, Jei-Shin Lee2 and Ha-Keun Sung3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진해일에 한 측된 지진해

일 내습주기와 스펙트럼 분석으로 계산된 수치모델의 

주기를 비교 검증하여, 지진해일 수치모델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 동해에서 발생 가능한 최  지진해

일의 규모를 산정하고, 동해안에 치한 요 산업시설 

의 하나인 포항신항에 해서 연안의 표고가 반 된 

정 한 격자체계를 구성하여 지진해일의 내습에 의한 

범람 상을 시뮬 이션 하 다.

범람 시뮬 이션은 일만의 재상황과 북방 제

가 완공되는 장래상황에 해서 수행하 으며, 연안 방

제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해저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자료

한반도 동해안의 해 지진  일본 서해안의 지진해

일 발생 치는 기상청(KMA) 국가지진센터의 자료를 

사용하 다.

1980년  이후에 한반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 지

진은 부분 규모 3.0 이하이며,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의 동측 약 8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해

지진이 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해 지진의 발생 치는 동해안과 울릉도 사

이의 비교  넓은 해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  이후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총 5건

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1983년과 1993년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한반도 동해안에 직 인 향을 주었다.

<Earthquakes> <Tsunamis>

<Fig. 1>   Distribution of earthquakes and tsunamis in the East Sea

<Table. 1>   Tsunami in the East Sea

Point Date
Location

Mag.(M)
Lat. Lon.

1 1964년 5월 7일 40°24.6 ́ N 138° 1.2 ́ E 6.6 

2 1964년 6월 16일 38°26.4 ́ N 139°13.8 ́ E 7.5 

3 1983년 5월 26일 40°28.2 ́ N 139° 5.4 ́ E 7.7 

4 1983년 6월 21일 41°22.2 ́ N 139° 7.2 ́ E 6.8 

5 1993년 7월 12일 42°54.0 ́ N 139°14.2 ́ E 7.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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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자의 수직방

향으로의 운동이 압력분포에 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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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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여기서  은 Manning의 조도계수로 리 알려져 있

는 계수이다(Linsley et al,1979). 마찰계수 와 

Manning의 조도계수와의 계는 다음과 같다.






  (6)

해 면의 변형은 탄성체의 응력과 변형에 한 이론

에 의한(Manshinha. et. al (1971), Okada(1985) ) 단층 

라미터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Fig. 2>  Difinition of fault parameter and coordination

4. 지진해일 범람 시뮬레이션

4.1 수치모델 수행 영역 

지진해일에 의한 일만 내측의 범람 시뮬 이션을 해 

동  결합된 다  격자 결합모형을 구성하 으며, 모형의 

연결비율은 1:3이며, 세부격자의 시간간격은 역격자의 

1/2로 하 다.

Domain A는 역 격자로서 선형이론에 기 하여 지진

해일 발생지 에서의 기 형 재 과 Hydro- dynamic 

Model 수행을 한 기본 Domain으로 구성하 다. Domain 

B, C, D  E는 비선형 성력(nonlinear convective inertia 

force)과 바닥 마찰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용하 다. 수치모델의 검증은 Domain B에서 수행하 고, 

Domain E는 지진해일에 의한 해수 범람의 계산을 해 육

지 이동경계와 월류 조건을 고려하 다.

<Fig. 3>  Nested-grid system used in the tsunami model

<Table 2>  Information for the numerical model domain

Domain A B C D E

Resolution(m) 1,215 405 135 45 15

Time step(sec) 3.0 1.5 0.75 0.375 0.187

Equation Linear Nonlinear

O.B.C Open Nesting

L.B.C Fully reflection Moving

4.2 수치모델 검증

검증 상지 은 동해안의 주요 항만(속 , 묵호, 포

항, 울산)으로 하 으며, 1983년과 1993년에 발생한 지

진해일을 상으로 측된 자료(첫  도달시간, 주기, 

수 변화 등)와 수치모델의 결과를 비교하 다.



4.2.1 1983년 지진해일

1983년 동해 부 지진해일은 규모 7.7의 해 지진에 

의해 발생하 다. 해 지진은 총 2개의 단층에 의해 발

생하 으며, 단층 매개변수는 Aida (1984)가 제시하여 

재까지 지진해일 해석에  지속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것을 사용하 다.

<Fig. 4>  Computed initial sea-surface elevation of the 
1983 tsunami

<Sokcho> <Mukho>

<Pohang> <Ulsan>

<Fig. 5>  Spectrum analysis for the period of 1983 tsunami 
propagation

<Table 3>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observed data of 
1983 tsunami

Habors
Arrival time

(min)
Period
(min)

Surge height
(m)

Obs. Cal. Obs. Cal. Height Obs. Cal.

Sokho 100~105107~11411~13 5~10 max 0.74 0.75 
min 0.51 0.73 

Mukho 105~109112~11810~15 7~15 max 1.15 1.21 
min 0.75 1.29 

Pohang120~140134~13720~25 7~20 max 0.30 0.35 
min 0.31 0.42 

Ulsan 125~145141~14440~5020~60 max 0.21 0.24 
min 0.22 0.19 

4.2.2 1993년 지진해일

1993년 북해도 남서 외해 지진해일은 규모 7.8의 해 지

진에 의해 발생하 다. 해 지진은 총 3개의 단층에 의해 

발생하 으며, 단층 매개변수는 1994년에 검증되어 재

까지 지진해일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 다.

<Fig. 6>  Computed initial sea-surface elevation of the 1993 
tsunami

<Sokcho> <Mukho>

<Pohang> <Ulsan>

<Fig. 7>  Spectrum analysis for the period of 1993 tsunami 
propagation

<Table 4>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observed data of 
1993 tsunami

Habors

Arrival time
(min)

Period
(min)

Surge height
(m)

Obs. Cal. Obs. Cal. Height Obs. Cal.

Sokho 100~105105~11511~15 8~15
max 0.97 0.90 

min 1.00 1.05 

Mukho 110~115110~120 8~14 7~15
max 1.83 1.76 

min 0.92 1.53 

Pohang120~140132~14020~3015~30
max 0.44 0.40 

min 0.40 0.42 

Ulsan 130~150141~14830~4020~60
max 0.15 0.10 

min 0.16 0.11 



4.3 범람 시뮬레이션

지진해일의 단층매개변수에 한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범람 시뮬 이션을 한 상 지진해일은 가

상지진해일 2로 선정하였으며, 한반도 동해안의 

만 내측에 치한 포항신항을 상으로 2011년 해안선 

기 의 재상황과 일만 북방 제가 완공되는 장래

상황에 해서 각각 지진해일에 의한 해안 범람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Table 5>  Comparison of fault parameter

Parameter
Tsunami

(1983)
Tsunami

(1993)
Assumed
tsunami 1

Assumed
tsunami 2

Lat.(oN) 40.21 40.54 42.10 42.34 43.13 38.30 38.50

Lon.(oE) 138.24139.02139.30139.25139.40 137.50 137.77

  (°) 22 355 163 175 188 23 30

 (°) 40 25 60 60 35 36 35

 (°) 90 80 105 105 80 90 90

  (km) 40 60 24.5 30 90 140 210

 (km) 30 30 25 25 25 50 80

 (cm) 760 305 1200 250 571 500 820

*자료 : Assumed tsunami 1(최 등, 2002)

            Assumed tsunami 2(農林水産省構造改善局 등, 1996)

<Fig. 8>  Layouts for inundation simulation

<Max. run-up height>

<Max. inundation height>

<Fig. 9>  Maximum run-up and inundation height

5. 종합 및 정리

한반도 동해안에서 발생 가능한 가상 지진해일 실험

을 수행하여, 포항신항에 한 범람을 시뮬 이션 하

다. 범람 시뮬 이션 결과 일만 북방 제가 완공되어

도 일만 내측으로 내습하는 지진해일에 미치는 향

은 거의 없으며, 포항신항 내측과 형산강 하구의 일부 

구역에서 범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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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제 우각부 각도에 따른 월 량 비교

Comparision of wave overtopping for angle of bended vertical structures

김 택1, 안창 2, 이종인3

 Kim, Young-Taek
1
, Ahn, Chang Hyun

2
 and Lee, Jong-In

3

1. 서 론

 항만구조물의 배치는 항로, 항만운 , 기존 구조물 

 주내습 랑에 의한 피해를 히 감하기 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방 제에서의 월 는 고와 주기, 수심에 

해서 크게 향을 받게 된다. 한 항만구조물의 배

치를 해 우각부 구간이 용이 되지만 이 구간에 과

도한 월 가 발생하여 항내측에 달 를 발생시켜 항

내 정온  구조물의 안정성에 악 향을 미친다. 한 

방 제 배후에 정박 인 선박에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우각부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월 의 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경우 월 에 한 쳬계 인 연구보다는 최

단면을 설계하기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2010)은 경사입사  내습시 연 의 공간

인 분포와 유사하게 월 의 공간 인 분포를 제시하 다. 

Van der Meer와 Janssen(1995)은 단일경사면, 소단

설치 단면, 직립식 단면 등에 하여 제체면의 조도, 수

심효과, 단 (short-crested wave)  경사입사

에 용이 가능한 월 량 산정식을 제시하 으며, 

Franco와 Franco(1999)는 직립식단면에 해 3차원 월

실험을 실시하여 입사각의 변화  직립식단면의 형

상에 따른 월 량 산정식을 제시하 다.

 EurOtop(2007)에서는 다양한 단면 형상  조건에 

한 월 량 산정식을 제시하 으며 본 연구의 월 량 

산정식으로 사용되어진다. 

Andersen와 Burcharth(2009)은 평면 수리실험을 통

해 Van der Meer와 Janssen(1994)이 제시한 비쇄  조

건에 한 월 량 산정식을 개선하 다.

Murakami 등(2011)은 경사입사 로 인한 직선형태 

 우각부 형태의 방 제에서의 월 를 분석하기 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월 의 평면 인 검토에 한 연구사례가 있었으나 

부분 입사각에 한 월 량 감계수를 제시하는데

에 그쳤으며 최근 Murakami(2011)은  본 연구와 유사

하나 방 제의 형태가 많이 사용되는 직립제가 아닌 

flare 형태이며 랑의 증폭으로 인한 우각부 구간의 월

량의 증 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공간 인 분포 한 

일정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립제 우각부 구간에서의 랑 증폭

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월 량의 증 가 상되며, 특

히 우각부의 월 량 분포를 우각부 각도의 변화에 따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우각부 각도를 심

각 기 으로 10°∼30°로 용하여으며 다양한 여유고 

 입사 랑 조건을 용하여 수행하 다.

2. 실 험

2.1 실험기기 및 모형
본 실험은 한구건설기술연구원의 다방향조  평면

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조 기는 고정식 

다방향 불규칙 조 기로써 규칙 ,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으며 작동하는 형태는 사형(snake-type)이고 기

서보 피스톤식으로 구동된다. 조 기의 각 구동부에 연

결된 조  하나의 폭은 0.5m, 높이 1.1m이며 총 60개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해안연구실/ 연구 원 · 공학박사/ E-mail : ytkim@kict.re.kr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해안연구실/ 석사후연구원 · 공학석사/ E-mail : ach222@kict.re.kr

3 남 학교 공과 학 해양토목공학과/ 부교수 · 공학박사 / E-mail : jilee@chonnam.ac.kr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의 구동부로 구성되어 조 기 체 폭은 30m이다.  실

험  설정  고 계측을 해 용량식 고계를 사용

하 으며, 측정범 는 0∼±30cm이다. 

직립제 우각부의 각도에 의한 월 량을 비교하기 

해 굽어진 구조물의 형태로 모형을 설치하 다. 우각부 

심을 기 으로 양쪽 칭 5m의 모형을 제작하 으며 

제작된 모형의 각도는 선을 기 으로 = 

10°,20°,30° 굽어진 형태이고 심부에서의 각도는 

160°,140°,120°에 해당한다. (Fig. 1 참조)

<Fig. 1> 모형배치도
 

우각부에서의 월 량 비교를 해 일직선 형태의 모

형도 설치되어 월 량을 계측하 다.

 수리실험에 용된 단면은 무공 직립식 단면으로서 

실험단면 형상은 Fig. 2와 같다. 실험에 용된 수심()

은 0.5m이며 정수면으로부터 구조물의 마루높이, 즉 여

유고()를 다양하게 변화 시키며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에 용된 여유고는 =7.5cm, 10.0cm, 12.5cm  

15.0cm 이다.

 

<Fig. 2> 실험모형의 도면

  

                

한 Fig. 3과 같이 모형 후면에 워터펌   배수통

을 설치하여 각 구간별 월 량을 계측한다.

<Fig. 3> 실험장면(=10°)

2.2 실험조건
  실험 는 Bretschneider-Mitsuyasu 스펙트럼을 

용한 일방향 불규칙  조건을 용하 다. 실험에 용

된 유의 고는 =7.5cm, 10cm, 12.5cm 이며, 유의 

주기는 =1.18sec, 1.38sec, 1.57sec, 1.77sec  

1.98sec 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월 량 계측의 경우 입사 유

의  기  1,000 를 상으로 월 량을 연속 으로 계

측하 다.

3. 월파량 분석방법

월 량  처오름 높이에 향을 주는 각종 향계수

의 산정을 한 기존 연구(Franco 등, 1994; Van der 

Meer와 Janssen, 1995; Franco와 Franco, 1999; 

Andersen과 Burcharth, 2009 등)에서는 다음 식 4.4.2 

∼ 식 4.4.4의 계를 용하여 분석하 다. 기존 연구

에서는 단면 수리실험(직각 입사  조건)으로 추산된 

월 량 산정식을 기 으로 처오름, 단면형상  경사입

사  조건 등과 같은 여러 월 량에 향을 주는 인자

를 각각의 월 량 향계수(wave overtopping 

influence factor, )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동일한 분석 방법을 용

하여  식(1)과 식(2)와 같이 표 하 으며 식 (3)과 같이 

향 계수를 산정하 다.


                           (1)

′                          (2)




 ′ , 따라서   ′


                    (3)

 식에서 는 무차원 월 량, 은 상 여유고이다. 

변수 와 는 무차원 변수 와 을 각각 지수 함수축

과 선형함수 축으로 한 추세선을 도시할 경우 계산 되

는 변수로서 는 여유고가 0인 조건(zero freeboard)에

서의 무차원 월 량, 와 ′는 단면 형상  입사   조

건 등 다양한 향계수에 따르는 각계수(angle 

coefficient)이다. 

월 량 향계수 산정은 식(1)과 식(2)에서 는 동일 

값으로 가정하고, 향계수가 고려된 조건에서의 월

량 산정식을 도식법(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경험

식으로 산정하면 향계수가 고려된 각계수 ′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식(3)의 상 계를 이용하여 월 량 

향계수 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형상의 직

립제에 하여 우각부 각도  심거리에서부터 각각

의 계측지 까지의 거리에 한 향계수를 분석하기 

하여 를 설정하 다.

직각입사 에 한 기  월 량 식인 식(1)에서 구조

물에 직각 입사시(=0°) 직립제에 한 월 량 향계

수는 =1.0이다.  한 기 이 되는 직각 입사시의 월

량 산정식은 식(1)을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4. 실험결과 

우각부 각도에 따라 계측된 구간별 월 량의 실험결

과(=1.77sec조건)를 식 3과 같이 무차원 월 량 향

계수도 변환하여 도시하면 다음 Fig. 4와 같다.

<Fig. 4> 무차원 월 량의 공간  분포 

(=1.77sec 조건)

월 량 향계수를 분석한 결과, 반 으로 월 량 

향계수의 분포는 우각부를 심으로  W형태의 분포

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각부 심에서 가

장 많은 월 량이 발생하고 이 후 좌우로 감소하고 다

시 증가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각부 심에

서는 부분 1.0으로 직각입사 의 조건에 비하여 

월 량이 증폭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항만구조물의 효율 인 설계, 항만운   안시설 

운  측면에서 다양한 구조물의 배치가 이루어진다. 그 

 직립제 우각부에 한 월 량의 증 가 상됨으로

서 그에 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직립제 우각부 각도에 따른 월 량의 차이를 확인하

다. 

우각부 구간의 각도를 변화시키며 월 량 향계수

를 산정하 으며 본 실험에서 설정한 실험 조건에서 우

각부 심에서  향계수는 최   =1.41까지 계측되었

다. 한 같은 주기에서 무차원 월 량의 공간 인 분포

가 항상 각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 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며, 주기의 길이에 의해 월 량의 증폭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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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류에 의한 이안제 후면의 지형변동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Sediment Transport behind Detached Breakwater

by Wave Induced Current

박병 1, 김민균2, 박지성3, 김명원4

Byongjun Park1, Minkyun Kim2, Jisung Park3 and Myungwon Kim4

1. 서    론

최근 해안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이에 한 

원인규명과 책을 마련하기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재, 해안침식의 원인으로는 첫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해역환경이 바

면서 해안선이 자연 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 둘

째 성장 주의 산업화에 따른 불가피한 항만시설물 

등의 설치가 랑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 셋째 삶

의 질 향상으로 해안의 자원화로 휴양  상업

단지 조성으로 인한 해안도로  옹벽의 설치로 비

사의 공 이 차단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보 이라는 차원에서 해안침식 문제는 

한 문제이며, FTA 등 국가 간 약으로 어업권이 

제한되고 해역환경의 변화로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

업 종사자들과 해안 지역 거주자들에 한 체소

득원이 실한 상황에서 해안선 리의 요성은 

더 크다.
이미 일본에서는 십 수 년 부터 이안제를 설치

하여 톰보로(tombolo)를 이용한 해안보호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안제가 설치되면 랑은 이안제 후

면에서 크게 감쇄되어 외해에서 들어오는 표사를 

이안제 후면에 퇴 시키고 외해 쪽으로의 토사 유

출을 막아 해빈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안제의 외해 쪽 설치 치의 한계는 톰볼

로가 확장되는 치까지이며, 톰보로 형성에는 이안

제의 길이와 높이가 복잡하게 연 된다. 이안제 배

후의 퇴 상은 랑의 차폐효과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므로 이안제의 길이가 짧을 경우 양끝에서 

생기는 랑의 회 상 때문에 토사의 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안제의 설치에 있어서

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국내연안의 해안구조물로 인한 침퇴  련 연구

로는 서 등(2007)의 북 구시포 해역의 제방 축조

로 인한 침퇴  향을 ADCIRC로 모의한 사례와 

강 등(2010)은 동해안 속 시 량해안의 돌재 건

설로 인한 해안선 변화과정을 분석한 바 있으나, 이
안제 배후 랑류에 의한 침퇴 상의 수치해석에 

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에서는 

O'Connor 등(1995), Johnson 등(1995)의 연안침퇴

 련한 수치해석  수리실험을 진행한 선행연

구와  Zyserman and Johnson (2002)이 MIKE21 
CAMS 모델을 이용하여, 이안제 배후의 침퇴  동

향을 연구한 바 있다. 

2. 기본이론

2.1 사용코드
본 연구에서는 Deltares(구.WL|Delft Hydraulics)

에서 개발하여, 최근 오 소스로 공개가 된 수치모

의 코드인 Delft3D의 유동  지형변동 모듈인 

FLOW, 랑변형 모듈인 WAVE(SWAN)를 이용하

다. Delft3D는 곡선좌표계(curvilinear coordinate)를 

지원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경계에도 효율 으로 용

할 수 있으며, 가변격자(variable grid)를 사용하여 정

한 흐름정보가 필요한 상 역을 세분화함으로써 계

산 결과의 정확도와 함께 계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 고정경계에서 기조력이나 기상력으로부터 발생하

는 조석  부정류의 계산이나 수질  유사이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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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한 동수역학  기 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도

록 만들어졌다. Delft3D는 동수역학  유동해석 뿐만 

아니라 수온, 염분 등의 물리 상( 도류)까지 모의가 

가능한 FLOW, 수질, 식물성 랑크톤 등의 생물화학

상까지 모두 계산이 가능한 WAQ, 랑변형 해석을 

한 WAVE, 지형변동 해석을 한 MOR 등의 여러 가

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유동해석 모듈에 

MOR이 편입되고, WAVE의 계산 결과가 FLOW에 직

 연동(on-line)이 되는 등 많은 발 을 거듭하여 오

소스로 공개가 되었다. 이 패키지는 국내․외 여러 연

구과제와 새만 사업 등에 용하여 이미 코드의 우수

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기능이 계속 으로 보완

되고 있다.

2.2 FLOW
  해수유동을 표 하기 한 기본방정식은 연속방

정식과 운동방정식에서 유도된다. 질량보존법칙으로

부터 유도된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과 이놀

즈(Reynolds) 방정식을 수심에 하여 분하면 다

음과 같이 된다.

  ⑴ 연속방정식










 







 






  

  여기서, 는 시간, , 는 구면 좌표계의 수평축, 
는 증발하거나 생성되는 단 면 당 표유량 (㎥

/s), 는 기본수 면 의 수심, 와  는 각 

,  방향 격자의 수심들을 선형 곡선으로 바꾸는 

계수, 는 기본수 면하의 수심, 와 는 와  방
향의 평균속도, 는 총 수심(), 는 정압력, 
는 발산량, 과 은 각각 단 부피당 국부 인 

생성량과 소멸량이며, 연직방향으로는 좌표를 용

하 다.

  ⑵ 운동량방정식

  수평방향(과 )의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되며, 도변화항은 Boussinesq 근사의 정수압 가정

에 근거하여 제외하 다.

 

























 

 



 




 




 
 

  

 

























 

 



 




  




 
 

  여기서, 는 연직 속도, 는 Coriolis 힘 

(), 는 지구 회  각속도, 는 도, 는 

해수의 도, 는 와동 성 계수,  와 은 과 

방향의 압력경사, 과 은 수평 Reynolds 압력의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과 은 운동량의 외

인 source 는 sink의 향( 랑 분포에 의하여 발

생하는 방사응력 (radiation stress), 증발, 물의 유출 

는 유입, 그리고 수공구조물에 의한 외 인 힘 

등)을 말한다.

  ⑶ 연직속도

 좌표에서 연직속도 ω는 다음의 연속방정식에서 

계산되어 진다.

 






 






 



 

  

  여기서, ω는 이동되는 평면에 련된 연직속도

로 용승작용에 련된 속도로써 설명될 수 있고, 등 

면에서 나타내어진다.
  데카르트 좌표에서 연속 속도 는 모형 방식에 

포함되지 않고, 후처리의 목 으로 필요하다. 이러

한 속도는 수평속도, 수심, 수 면, ω속도로 표 된

다.



 




 




 
 




 



 






  ⑷ 단응력

  난류에 의한 면 단응력()은 2차 마찰법칙을 

용한다.

 
∣∣

  여기서, 는 Chezy 계수(m½/s), 는 력가속도

(㎨)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은 Manning의 조도계수, 는 Nikuradse 

조도(m)이다.

  ⑸ 정수압

  부력효과와 연직 가속도는 고려하지 않으면 연직 

운동량 방정식은 정수압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진다. 






  ⑹ 난류해석

  비압축성 유체해석을 해 Navier-Stokes 방정

식이 용된다. 동 성계수를 용하는 - 난류모

형은 동역학 에 지()와 에 지분산()으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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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와동 성 계수, 은 수입자의 성 

계수, 은 연직 와동 성 계수, 은 에 지 분산에 

한 계수, 은 혼합거리와 에 지 분산간의 상

계수, , 은 수평유속에 한 난류 동역학  에

지와 에 지 분산의 수평경사에 의한 생성항, , 
은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항이다.
  연직 와동 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은 혼합

거리, 는 Kolomogorov-Prandtl의 와동 성 계수, 

는 난류에 지와 에 지 분산  혼합거리에 한 

계수이다.

  
 



2.2 WAVE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모델은 바

람, 수심  해류조건으로부터 근해, 호수  강어

귀에서 랑의 특성인자를 추정하는 제3세  수치 

랑모델이다(Booji et al. (1991)), Ris et al. 
(1991)). 이 모델은 랑  과정에서 랑의 공

간상 직선 , 수심과 조류에 의한 굴 , 수심과 

조류에 의한 천해 상, 반  조류에 의한 랑의 

차단과 반사, 방해물에 의한 랑의 달 는 반사

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랑 생성과 소산 과정

에서 바람에 의한 랑 소산, 수심기인 쇄 에 의한 

랑 소산, 바닥마찰에 의한 랑 소산, 비선형 상

호작용에 의한 에 지 교환, 장애물에 의한 에 지 

소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산란은 고려되지 않

기 때문에, 항구나 장애물에 인 한 곳에서는 일반

으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SWAN 모델은 랑

작용 평형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한다.
















  



  여기서, 

은 작용의 시간 변화량, 


와 




은 지리  공간에서의 작용의 , 와 

는 속도, 

은 수심과 흐름변화에 의한 상

주 수 천이, 

은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

이다.
  속도는 선형  이론으로 도출되고, 랑작용 

평형방정식의 소스항 s는 랑간의 비선형 상호작

용, 랑 소산, 랑 발생의 효과를 나타낸다.
  SWAN에서 유의 고( ), 향(), 주기(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은 분산 도 스펙트럼이다. 풍 와 

울을 합한 총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은 풍 에 의한 유의 고이고, 은 

울에 의한 유의 고이다. 평균 향 은 다음으

로 정의된다. 

   




 



  평균 주기 은 다음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는  원주 수로 도 러 효과를 포함

하는 분산 계식에 의해 결정된다.

3. 모형구축

  검토 상 모형은 Zyserman와 Johnson(2002)이 

MIKE21의 CAMS를 이용하여 모의하 던 이안제 모

형들  KM3, KM5, KM8을 채택하 으며, 인안제의 

배치는 Fig.1과 같다. KM3은 방 제 길이()는 

312m, 해안으로부터 이격거리()는 360m로 설정하

고, KM5는 =312m, =600m, KM8은 =552m, 

=360m 이다.

⑴ KM3 ⑵ KM5 ⑶ KM8

<Fig. 1>  Layout and Bathymetry of Model

  해 지형의 경사는 수심이 14m이하인 경우는 

1:50, 수심이 14~20m 구간은 1:20으로 설정하 고, 
랑조건으로는 유의 고( )가 2m, 첨두주 수( )

는 8sec, 랑스펙트럼은 JONSWAP, 방향함수 

  의 랑집 도()은 8, 향은 W 향에

서 N방향으로 10° 회 된 향을 용하 다. 해

는 평균입경( )이 0.2mm의 비 착성 사질토로 



일정하게 배치하 고, Delft3D 용 격자간격은 

FLOW 모형은 dx=dy=10m, WAVE 모형은 dx=dy=5m 
로 설정하 고, 총 모의시간은 고가 주기를 고려

하여 24시간을 용하 다.

4. 모의결과

  이안제 배후의 침퇴  양상의 수치모의 결과를 

FIg.2에 각 경우별로 제시하 다. 각 그림의 벡터는 

유속벡터를 나타내며, 그림우측에 침퇴 양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첨부된 Colorbar를 제시하 다. 
Colorbar를 활용하여 해석 역의 침퇴 량을 비교하

면, KM3의 경우는 최  약 1.0m 정도의 퇴 지역

이 발생되었고, KM8의 경우는 최  약1.5m의 퇴

지역이 넓게 분포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안

제의 길이가 KM3보다 길어서 발생된 결과라 단

할 수 있을 것이며, KM5의 경우는 해안선과 이안

제의 거리가 멀어서 상 으로 퇴  양상이 덜 발

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치모의 결과, 해안선과 이안제가 해안에 근 할

수록, 이안제의 길이가 길수록 배후지역에 향후 톰

보로로 형성될 수 있는 퇴  구역이 넓게 발생되는 

경향을 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톰보

로 형성을 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Delft3D의 FLOW/WAV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이안제 배후에 발생되는 침퇴  양상을 

수치 으로 모의하 으며, 수치모의 결과를 활용하

여 이안제 배후에 형성될 수 있는 톰보로 발생 형

상을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용 돌제 설치 후 나타나

는 해안선 변화 측에 용할 수 있으니라 사료된

다.
  향후에는 이안제 길이와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랑특성, 조석활동 등의 해석조건을 다양하게 용하

여 각 경우별 톰보로 형성에 지배 인 요소인자를 

악하기 한 수치모의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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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erical Result for Influence of Geometry of Breakwater on Calculated Wav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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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해안의 부분은 천해역으로 간조시에 드러나

는 넓은 간석지로 구성되어 있다. 천해역으로 구성

된 하구역에서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수심의 변

화  수로의 폭 변화가 심하다. 한 수로폭의 변

화로 인하여 해안선의 변형  해 지형 변화로 형

태가 매우 복잡하다.

강하구 인근은 복잡한 지형  변화  천해특

성에 기인된 조석 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다. 

군산항은 1899년 개항된 이후 큰 환경의 변화가 없

었으나,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도류제 공사, 방

제 공사, 설토 투기장 확장 공사, 강 하굿둑 공

사 등의 규모 건설 공사 등 각종개발  설이 

꾸 히 이루어 졌으며, 강 하굿둑의 배수갑문의 

운 으로 강하구 인근의 유속이 변화하고, 수로 

 해 지형이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구조물 축조 ·후 

에 따른 군산 내·외항  장항항 유역의 개야수로

와 강 하구 인근 해역의 해수유동 체계를 악하

기 하여 국민 학교에서 자체개발한 KUFLOW2DH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고, 조류속  수  변화등을 

검증하여 인공구조물 축조 ·후에 따른 조석변화

를 조사하고자 한다. 

 

2. 해수유동 수치모형

2.1 기본방정식

본 수심 분 평면 2차원(  방향) 해수유동 수치모

형의 기본방정식은 3차원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에

서 유도된다. 질량보존 법칙으로부터 유도되는 3차원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과 난류유체의 운동량보

존 방정식인 3차원 Reynolds 방정식  수심방향으로 

분하면 수 와 수평방향유속에 한 다음의 세 식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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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범위 35.0km × 35.0km
격자소 100m × 100m

격자체계 직선 격자 체계
사용모형 KUFLOW2DH(국민대학교 개발)

실험안 내용
CASE1 1990년 수심
CASE2 1990년 수심과 인공구조물 축조, 

수문운영

는 Cartesian 좌표계의 축과 직교되는 다른 한 축, ξ는 

평균해면을 기 으로 한 해수  상승높이,  는 

   방향의 연직평균수평유속 성분,  는 총수심

(ξ), 는 평균수심,   


  는 

Darcy-Weisbach의 마찰손실계수,  는 해 면에서의 

단응력, ρ 는 해수 도,   는 력가속도,   는 

   방향의 난류 확산/분산계수, ω는 지구자  각속

도, φ 는 계산  도(군산기 , 37.0°)이다.

2.2 수치모형조건
<Table 1> 해수유동 수치모형의 격자체계

해수유동 수치모형의 격자체계는 Table 1과 같다. 

인공구조물 축조로 인한 유속변화와 수문운 의 경향

을 고려하기 해Table 2와 같이 2가지 CASE를 모의

한다.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1990년도‘군산항부근(No. 305)’의 수치해도를 통하

여 수심자료를 취득하 다. 

CASE1은 1990년도 수심을 갖는 해당지역에서의 

인공구조물이 없는 기상태이다. 단, 1990년도 당

시 북측도류제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이었으나 

인공구조물의 유·무에 따른 향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보기 하여 CASE1에서는 북측도류제가 제

외된 수심도를 활용하 다.

CASE2는 1990년도 수심에 각종 공사로 인한 인

공구조물 축조  강 하굿둑의 수문이 열려 강

에서의 유량이 강에 인 한 해안지역에 유입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강 하굿둑의 수문운 에 있어 

강의 흐름형태는 수문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에 

강하구에 유량유입이 없으며, 수문 작동시간에는 

하굿둑 상류와 하류의 수 차에 의한 유량을 방류

한다.

수문 방류조건에 있어서 강하구 수리 상 변화

조사 보고서(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02)에 의하면 수

문 운 시 연간 방류량은 1994. 09 ~ 2002. 08의 기

간 동안 연평균 5.0×109이지만, 7월~9월 사이에

서 연간 방류량의 57%인 2.9×109 가 방류된다. 
연간 방류 회수는221회, 우기에는 1일 1회, 동계에

서 2~3일에 1회 방류한다. 방류시간 연간 336시간, 

1회 평균 방류시간 2.7시간으로 부분 낙조 반에

서 조 사이에 방류된다고 보고된다. 이에 본 수치

모형실험에서 수문 운  시간을 의 사항을 고려

하여 낙조 반의 조에서 조가 되기 까지 2.7

시간 동안 균등하게 방류하도록 수립하 고, 이에 

따른 해수유동 변화를 찰한다.

<Table 2> 기본 실험안의 구성  내용

3. 해수유동 수치모형 수행 결과

  KUFLOW2DH를 사용하여 강하구 인근해역의 

해수유동 양상을 모의하 다. 조류특성을 정확히 재

하기 하여 조석 4주기 동안의 기 계산 후에 

M2분조 1주기간의 연속계산을 실시하 다. 상 조

석시기는 평균 조기를 선정하여 실험하 다. 각각의 

CASE에 한 창·낙조시 조류벡터도를 Fig. 1 ~ 4에 

제시하 다.

<Fig. 1>  CASE1 해수유동 조류 벡터도 

(태음 3시, 창조시)

<Fig. 2>  CASE1 해수유동 조류 벡터도 

(태음 9시, 낙조시)



<Fig. 3>  CASE2 해수유동 조류 벡터도 

(태음 3시, 창조시)

<Fig. 4>  CASE2 해수유동 조류 

벡터도(태음 9시, 낙조시)

KUFLOW2DH 수치모형 수행결과 Fig. 1 ~ 4 와 같

이 창·낙조시의 강하구 인근해역의 해수유동 상을 

비교  정확히 재 하 다. 외항 주수로 P1, 군산 외

항 내부 P2, 장항항 수로 P3, 군산 내항 P4, 개야수로 

남서측 P5, 개야수로 남동측 P6, 개야수로 북서측 P7, 

개야수로 북동측 P8, 개야수로 북측 입구 P9에 하

여 최강 창·낙조시 최  유속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

다.

<Fig. 5> CASE별 유속비교 정

<Table 3>  측 별 최강 창낙조의 유속

UNIT:

m/S

CASE1 CASE2
최강창

조

최강낙

조

최강창

조

최강낙

조

P1 1.04 0.94 0.98 1.16
P2 0.03 0.02 0.01 0.02
P3 1.00 0.68 0.94 1.19
P4 0.65 0.34 0.60 1.04
P5 0.71 0.46 0.91 1.09
P6 0.95 0.63 1.20 1.49
P7 1.14 0.84 1.29 1.84
P8 1.17 0.87 1.40 1.77
P9 1.16 0.89 1.25 1.74

4. 해수유동 수치모형 검증

 해수유동 수치모형의 검증을 하여 상해역에 

하여 기존에 측  수집된 조석․조류 자료를 사

용한다. 조석의 경우에는 M2와 S2 분조의 진폭의 

합과 M2 분조의 지각  측기간에 한 조  검증

을 수행하기로 한다. 각 검증 의 치는 Fig. 6에 나

타내었고, 검증 에 한 출처와 함께 측   측

일시를 Table 4에 제시하 다.

<Fig. 6> 모형 검증에 이용된 측자료 

치도

<Table 4>  수치모형 검증에 용한 측

관측

항목
관측점 관측일시 비    고

조석

T1 05. 6.  3 ～ 05. 7.  5 기존 현장관측,

군산외항 검조소,

군산내항 검조소,

국립해양조사원 

참조

T2 86. 4 ～ 86. 8
T3 05. 6.  3 ～ 05. 7.  5

T4  96. 1 ～ 98. 12

T5 85. 6.  9 ～ 85. 7.  8

검증 은 기존 장 측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분석 결과자료를 참조하 다. 반조차의 경우 

검증  T1은 3.66cm, T2은 1.31cm, T3는 1.65cm 

T4은 0.08cm 그리고 T5은 3.5cm로 각각 0.4%, 

0.4%, 0.5%, 0.03%, 1.2%의 오차가 재 되었다. 

심 해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인근의 

자료는 측시 이 모형실험시 과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정 도를 기 할 수는 없으나 본 

모형에서는 비교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지각의 

경우 측수정 지각(g)과 계산수정 지각(g)을 비교

하여 보면 3°~8° 정도의 차이로 나타났는데, 이 

의미는 조석 1주기에 약 15분 정도의 차이에 해

당한다. 그러므로 본 수치모형이 상해역 반에 

걸쳐 M2 분조의 진폭과 지각을 잘 재 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5>  수치모형 조석 M2분조(반조차)검증

정   점

M2+S2 진폭 

(반조차; cm)

M2 수정 지각

(g; degree)
관측결과 계산결과 관측결과 계산결과

T1(군장항) 310.42 306.76 86.62 92.54

T2(비응도) 295.70 294.39 84.70 91.14 

T3(군산외항) 307.30 305.65 87.90 90.93

T4(군산내항) 312.10 312.18 94.70 97.90

T5(연도) 289.50 293.00 90.60 87.30

M2 분조의 천해분조인 M4, M6, M8 분조의 크

기가 그 해역의 조석의 천해화 정도를 나타낸다. 

상해역 체에서는 조석분조  M2, S2, K1, 

O1, N2 분조가 우세하다. 그리고 해안 가까이에서

는 M4 성분이 M2 성분에 비하여 약 5~10%까지 

존재하며, 조석형태수는 0.20~0.22로서 반일주조

가 우세하다. Table  6 에서와 같이, 상해역의 기

존 자료와 해수유동 수치모형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T1~T4 정 에 하여 창조우세로 나타났다. 

진폭비의 경우 기존 측치 보다 실험치가 다소 

게 재 되었다. 조화분석 비교, 시계열 비교  

M4/M2 에 하여 장 측과 비교를 한 결과 본 

수치모형이 상해역 일 의 조석을 반 으로 상

당히 정확하게 재 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6>  수치모형 조석 M4/M2분조 검증

정   점
M4진폭/M2진폭 2*M2지각 - M4지각

관측결과 계산결과 관측결과 계산결과
T1(군장항) 0.05 0.022  87.69 146.05

5. 결     론

   강하구 인근해역의 해수유동 상  조류특성을 

재 하기 하여 KUFLOW2DH 수치모형을 수행하

고, 국립해양조사원  기존 장 측 자료를 참조하

여 반조차  M4/M2 분조 등을 검증하 다. 창·낙

조시의 강하구 인근해역의 해수유동 상을 비교

 정확히 재 하 고, 해역 인근자료는 모형시 과 

측시 의 차이에도 불구하여 비교  높은 정 도

로 M2 분조의 진폭과 지각을 재 한 것으로 단된

다. 추후 모형의 결과를 반사 가 포함된 해 지형 

변화 수치모형에 용하여 인공구조물 축조 ·후 

강하구 인근해역의 해 지형변화  수로 변화로 

인한 부유사농도 분포 악 등에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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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경위도

(WGS84 기준)
관측기간 수심(m)

두도 좌측

등표부근(W-1)

35° 02′49″N

129° 00′52″E

2010.07.31 ～

2010.08.17
DL(-)20.0

등부표 No.4

부근(W-2)

35° 03′31″N

129° 00′16″E

2010.07.31～

2010.10.06
DL(-)14.0

제4부두 북전 

전면(W-3)

35° 03′38″N

129° 00′30″E

2010.07.31～

2010.10.06
DL(-) 5.0

태풍내습시 감천항의 파랑특성에 관하여

Wave Properties in the Gamcheon harbor of typhoon

정병순1, 심재설2, 방경훈3, 권병삼4

Byungsoon Jung1, Jaeseol Shim2, Kyunghoon Bang3 and Byoungsam Kwon4

1. 서론

동북아 허브항을 목표로 하는 부산항은 크게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감천항은 외곽부에 섬, 곳 등의 자연지형 없이 심해에 

직접 개방되어 있으며, 감천항 외측 수심이 깊은 상태

에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심해파랑이 감쇄하지 

않고 항 입구까지 들어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항의 전체 형상이 직사각형에 가깝고, 항의 입구부가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서 SSW~SSE 방향의 파랑계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태풍 시에 고파랑

의 침입에 대처하기 힘든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천항 내․외측에서 2개월간 관측한 

파랑자료를 활용하여 스펙트럼분석법 및 파별분석법

을 적용한 단기파랑특성과 유한임펄스응답(FIR; Finite

Impulse Response)을 활용한 장기파랑특성을 파악하

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태풍 내습시의 파랑특성을 분석

하였다.

2. 파랑관측 및 분석

2.1 관측개요
감천항 내․외측 3개 정점(항 외측: W-1, 항 내측:

W-2 및 W-3)에 수압식 파고계(WTG-128M: Wave and

Tide Gage)를 각 정점의 해저면에 설치하고 0.5초 간격

으로 수압을 자기기록하였다. 관측위치 및 관측기간은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감천항 외측의  W-1은 태풍톈무(1004, DIANMU) 관

측 이후 파고계의 이상이 발생하여 2010년 8월 17일 이

후의 관측자료는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  파랑관측 정점 개요.

<Fig. 1>  파랑관측 위치도.

파랑관측기간(07.31~10.06)중 부상기상대의 매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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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풍향․풍속(Fig. 2 참조)을 분석한 결과, 풍속 0.3

㎧미만인 정온상태가 2.5%, 0.3~3.3㎧ 53.5%, 3.4~7.9㎧

41.2%였다. 관측기간의 최대풍속은 14.5㎧(SSE, 08.11

10:00)로 태풍텐무의 영향이며, 중부내륙지방을 통과한 

태풍곤파스(1007, KOMPASU)에 의해서도 8.9㎧(09.02

05:00)이 관측되었다(태풍경로는 Fig. 3 참조).

<Fig. 2>  매시별 평균 풍향․풍속 시계열(부산기상청)

<Fig. 3> 태풍경로도.

2.2 단주기 파랑분석
파랑관측자료의 분석방법중 단주기에 해당하는 분

석방법에는 스펙트럼분석법(Bendat and Piersol, 1971)

과 파별분석법(Goda, 1985)이 있다. 스펙트럼법은 수면

변위가 Gaussian 무작위 과정이라고 가정하고 관측된 

파랑의 시계열에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법을 

적용하여 주파수 혹은 주기별로 파랑에너지를 산출하

여 파랑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FFT를 이용한 스펙

트럼법은 많은 문헌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

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연

구에서는 Cooly and Tukey(1965)의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으며, 스펙트럼의 모멘트를 구할 때 적용하는 하한 

및 상한 절단주파수는 각각 =0.035Hz, =0.333∼

0.5Hz로 하였다. 파별분석법은 수압의 시계열자료에 

영점상향교차(zero-up crossing) 또는 영점하향교차

(zero-down crossing) 방법으로 개별파를 구한 후 통계

처리를 통하여 파랑특성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분석에는 영점상향교차법을 적용하였으며 Goda(1985)

가 제안한 방법으로 개별파를 구하였다.

Fig. 4는 각 정점에서 대하여 스펙트럼법으로 구한 

유의파고와 첨두주기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으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태풍톈무의 영향으로 파고가 높

았음을 알 수 있다.

<Fig. 4>  유의파고와 첨두주기 시계열(2010년 8월)

분석결과, W-1 정점의 max의 최대치는 11.33m로 8

월 11일 08시 30분에 관측되었으며, 최대유의파고는 

W-1 정점에서 6.66m(8월 11일 09시), W-2 정점에서 

2.70m(8월 11일 09시 30분), W-3 정점에서 3.48m(8월 

11일 10시)로 나타났다. 한편 최대유의파가 나타난 시

각에서 첨두주파수는 W-1, W-2 및 W-3 정점에서 각각 

10.67s, 11.64s 및 11.64s이였으며, 1/3유의파 평균주기

는 각각 9.19s, 9.97s 및 11.14s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

로 1/3유의파 평균주기가 첨두주기보다 조금 작게 나

타났다. 그리고 태풍곤파스 내습시는 W-2 정점과 W-3

정점에서 1/3유의파가 1.0m 내외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Fig. 3과 같이 태풍곤파스가 중부내륙을 통과한 관계

로 감천항에는 고파랑이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

다. 태풍 내습시를 제외하면 관측기간 전반에 걸쳐서 

해상상태는 비교적 정온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단기파랑분석에 의한 각 정점의 파랑특성계수를 

나타낸 것이며, 대표적으로 태풍텐무 통과 전․중․후



정점일 시:분   maxmax    

W-1

09 17:00 0.61 5.82 0.8 6.23 0.54 5.85 0.40000.1744

11 08:30 5.87 10.67 11.33 5.92 4.89 9.19 0.74590.4883

12 21:00 0.32 7.53 0.53 7.51 0.29 7.51 0.48890.2063

W-2

09 17:00 0.23 4.57 0.38 4.56 0.22 5.36 0.39650.1961

11 08:30 2.22 10.67 2.63 9.94 1.83 9.26 0.71690.4187

12 21:00 0.08 7.53 0.10 7.45 0.08 7.15 0.67270.3608

W-3

09 17:00 0.22 5.57 0.34 5.39 0.21 5.39 0.61560.3470

11 08:30 2.93 11.64 4.19 11.03 2.80 11.03 0.75370.3978

12 21:00 0.13 6.74 0.18 4.28 0.12 6.15 0.64590.4067

로 구분하였다. 참고로 파랑분석은 30분 간격으로 수행

하여 파랑특성계수(유의파, 최대파, 1/10평균파, 1/3평

균파, 평균파고, 평균주기, 스펙트럼 형상파라메타) 등

을 구하였다. Table 2에서 는 스펙트럼폭 매개변수로

서  값이 0에 가까우면 협대역 스펙트럼, 1에 가까우면 

광대역 스펙트럼으로 분류하며, 는 파련(wave run)

해석과 파고-주기 분포해석에서 사용되는 스펙트럼 폭 

파라메타이다. Table 2에서 평상시인 태풍 전․후로는 

심해파 영향으로 협대역 스펙트럼에 가까웠으나, 태풍 

통과시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광대역 스펙트럼에 가깝

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Table 2>  각 정점별 파랑특성계수 시계열(8월)

2.3 장주기 파랑분석
스펙트럼법에 의한 장주기파 분석에 앞서 우선적으

로 수압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조석과 폭풍해일 성분을 

적절한 수치필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조석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MATLAB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유한임펄스응답형의 고역통과필터

(HPF: High Pass Filter)를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임펄

스응답함수의 폭은 480, 절단주기는 3,600s로 하였으며,

Fig. 5에 FIR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5>  고역통과필터의 전달함수 특성

장주기파 분석을 위한 자료의 길이는 24시간으로 

하였으며 HPF를 적용한 후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

다. 매일의 스펙트럼 분석결과로부터 장주기 성분의 유

의파고()와 평균주기()을 구하였으며, 항외 관측

자료(W-1)에 대한 항내 관측자료(W-2와 W-3)의 파고

증폭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1)
여기서 는 증폭비 첨자, 는 주파수 성분을 의미한

다. 장주기 성분의 유의파고와 평균주기를 산출하기 위

하여 스펙트럼의 모멘트를 구할 때 적용하는 하한 및 

상한 절단주파수는 각각 =1/300Hz, =1/30Hz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1∼3분 주기의 파랑이 항내에 

계류된 선박의 동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일본의 항만설계기준에도 항내 장주기파 분석은 

주기 30∼300s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참

조하였다.

Fig. 6은 W-2 정점에서 평상시(08월 03일)와 태풍 통

과시(08월 11일)에 관측된 수압신호와 본 연구에서 설

계한 고역통과필터를 적용하여 조석성분을 제거한 수

압신호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단주기 60분을 갖는 고역통과필터가 수압신호

에 포함되어 있는 조석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주기

파의 스펙트럼 분석에 앞서 관측자료에 수치필터를 적

용하여 조석성분을 제거하였다.

<Fig. 6>  측정 및 조석성분 제거된 수압신호



정점 월/일 (cm) (분) (cm) (분)

W-1
08/09 8.5 52.3 1.6 42.7
08/11 97.8 51.2 16.2 1.0
08/14 9.9 54.5 2.8 42.7

W-2
08/09 5.0 44.9 3.7 32.0
08/11 114.0 45.4 18.4 0.8
08/14 5.7 52.8 3.6 32.0

W-3
08/09 14.3 46.4 4.2 32.0
08/11 195.5 45.1 35.0 0.8
08/14 20.5 50.8 4.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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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스펙트럼에 대한 장주기파 파랑특성계수중 

태풍텐무 통과 전․중․후로 구분하여 Table 3에 정리

하였으며, 는 첨두파고, 는 첨두주기이다. 항외 측

인 W-1 정점은  30∼300s 범위의 장주기 유의파고가 평

상시에 20cm이하로 나타났으나, 태풍 통과시에는 최대 

221cm(08월 12일)의 높은 파고가 관측되었다. 항내 정

점인 W-2의 평상시 장주기 유의파고는 10cm 미만이 

대부분 이였으나, 태풍 통과시 최대 114.0cm, W-3 정점

의 장주기 유의파고는 최대 195.5cm로 나타났다.

<Table 3>  각 정점별 장주기파 특성계수

평상시의 장주기 첨두주기는 항내․외에서 대부분 

32~43분으로 관측되었으며, 태풍 통과시에는 1분대에

서 첨두주기가 나타났다. 평상시 첨두주기 대역의 유의

파고는 항내의 W-2와 W-3 정점이 항외인 W-1 정점보

다 큰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평상시의 첨두주기 

32분이 감천항의 제1공진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Fig. 7>  장주기파의 스펙트럼 및 파고증폭비

Fig. 7은 태풍 통과전 평상시(08월 08일)와 통과시

(08월 11일)에 대한 장주기 파랑성분의 스펙트럼과 파

고증폭비를 나타낸 것이다. 평상시는 항외의 W-1 정점

과 항내의 W-2 정점에서 600s 및 1,900s 부근에서 국부 

첨두가 형성되고 있고, 이로부터 감천항의 부진동 모드

를 파악할 수 있다. 태풍 통과시는 태풍의 영향으로 30~

300s 부근의 스펙트럼 밀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 뚜렷이 나타난 부

진동 모드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감천항 내의 외중력파(Infragravity wave)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BOUSS-2D

모형을 적용하여 단기파랑특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

였다. 이후의 연구결과는 추후에 제시하기로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감천항 내․외측 3개 정점에서 관측

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태풍 통과시의 단주기 및 장주

기파랑특성을 파악하였다.

단기파랑분석결과 감천항으로 내습하는 파랑은 감

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심해파의 영향으로 평상시 파

랑이 협대역 스펙트럼에 가까웠으며, 태풍시에는 급변

하는 풍향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광대역 스펙트럼의 

특성을 보였다. 장주기 파랑은 평상시 감천항의 부진동 

특징인 제1, 2공진모드가 뚜렷하였으나, 태풍시에는 

30~300s에서 스펙트럼 밀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첨

두주기는 선박동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1분 미만으

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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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수 상도 제작을 한 시나리오 연구

A Study on Scenario for the Coastal Inundation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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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안침수 상도는 연안에서의 해일  범람에 따른 

물리 인 상을 수치모형을 통해 재 하고 검증한 후, 

장래에 태풍 내습에 따른 해일  범람 측을 목 으

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여러 해양요소들을 복

합 으로 고려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이와 련된 개별

모델을 체계 으로 연계하여 업화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가장 요하다(연안취약성지도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범제작, 2009). 

실제 해일  범람 피해의 발생은 태풍과 같은 기상

여건과 조석  랑 등의 거동이 복합 으로 작용하

며,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이 조기의 고조시에 험

수 에 도달하는 곳에서는 조석의 향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특히, 태풍과 조석  랑의 향이 동시

에 고려될 때는 상호간의 비선형  결합에 따른 상이 

나타날 수 있어, 모의시 이에 한 고려는 실제 상을 

재 하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 한반도 서해  남해

의 폭풍해일은 조석 상과 한 계가 있고, 범람역 

산정은 태풍에 의한 범람도 요하지만 조시 즉, 고조

시 는 조시, 창조 는 낙조시 조건에 따라 범람역

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조석과 태풍의 비선형  결

합은 기존 연구에서도 요하게 언 되는 사항으로 박

(2010)은 “최 범람구역에 한 침수속도는 조석 고려 

유무가 차이를 보인다” 하 으며, Ocean Hazard 

Assessment Stage 1(2001)에는 “단순한 해일고의 형태

를 구할 때는 해일과 조 의 선형  결합은 크게 문제

시 되지 않겠지만 범람구역 산정시는 조석과 해일의 결

합모형이 필수 이다”라고 하 다. 한 최(2004)는 

“폭풍해일은 조석-해일- 랑의 복합과정으로 기상

상에 의한 수 상승과 조석의 고조가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인 범람요소가 된다”라고 하 다.

재 제작·보 되고 있는 해안침수 상도는 조석을 

고려하지 않고 기 면을 약최고고조 면으로 고정시

킨 조건에서 범람역을 산정하고 있어 범람역의 과 산

정  산정과정의 실성 결여 등의 문제가 계속제기되

고 있으나 재해 험성 평가  재해정책수립을 하여 

보수 인 에서 근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험성 

평가  정책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되는 해안침

수 상도는 일정 수  이상의 정량 인 해일고  범람

역 산정을 해 해역별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복합모

형의 용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조석과 태풍의 비선형  결합을 통한 검토는 태풍내

습시 수 상승을 이끄는 메카니즘을 재 함으로써 조

면 고정에 따른 해일고 과 산정의 문제를 피할 수 

있으나 이를 해서는 시나리오별로 태풍 통과시 을 

해당 조시(평균해면 는 고조시 등)에 일치시켜는 과

정이 필요하며, 조석 고려시 해일모의에 비해 장기간 

모의가 필수 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조석의 향이 

큰 서해안지역을 상으로 보정보로 활용 가능토록 

충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가상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자 한다.

2. 서해안 영향태풍 및 최고조위 분석

2.1 서해안 영향태풍 분석
1951∼2010년 사이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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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으로 통과하며 향을  태풍은 총 35개로 내습시 

기압은 965∼1,012hPa, 평균 985.3hPa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진행속도는 12.8∼64.8km/h, 내습경로는 118.2

∼126.8˚ 범 로 통과하 다(Table. 1, 생략).

Fig. 1(생략)은 서해안에 향을  태풍의 이동경로

를 도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경로로 구분될 

수 있다. 

∘ 경로-A :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만주로 상륙하

는 경로

∘ 경로-B : 동 국해 는 국 륙을 통해 만주/북

한으로 상륙

∘ 경로-C :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다 한반도 북부(북

한)로 상륙

∘ 경로-D :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다 한반도 부이

남으로 상륙

35개의 태풍  남해안 는 황해를 거쳐 동 국해로 

상륙하는 경로(3개)를 제외하고 122° 서측으로 통과하

는 경로는 4개 경로에 불과하며, 나머지 28개 태풍은 서

해안을 따라 북진하거나 한반도로 상륙하는 경로를 취

하고 있다. 

2.2 연별 최고조위 분석
서해안에 치한 군산과 목포, 남해안의 여수, 부산, 

동해안의 울산 지역의 조 측자료를 토 로 한 연별 

최고조 를 분석한 결과(Table. 2, 생략), 군산 66.7%, 

목포 79.6%, 여수 67.4%, 부산 92.0%, 울산 93.9% 등으

로 연별 최고조 가 부분 하계(6～9월)에 집 해서 

발생되고 있다. 최고조  상  부분을 하계 계 풍이 

차지한다는 것은 하계 계 풍의 주 요인이 태풍임을 감

안할 때 동계 계 풍  기타 요인에 비해 한반도는 태

풍에 의한 향이 지배 임을 알 수 있다.

3. 매개변수 설정

3.1 이동경로(Fig. 1)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해안에 향을 미친 태풍의 

내습경로는 118.2∼126.8˚ 범 로 통과하 으며, 이  

28개 태풍이 122° 이내로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거나 한

반도로 상륙하는 경로를 취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의 2011년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업의 상

지역  목포해역에 한 시나리오 용 결과, 내습각

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태풍의 내습경로가 127°

를 벗어날 경우 발생되는 해일고는 50cm 미만으로 크

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생략). 즉 남해안으

로 상륙하는 태풍  최 풍 반경을 벗어난 경로와 동

해안을 따라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경로는 실제 서해

안 일 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서해안 통과 태풍의 향 범 를 감안해 회 제안

한 가상시나리오에서는 태풍의 내습경로를 122°～127°

로 제한하고 0.5° 간격으로 총 11개 경로를 통해 상지

역의 동일 도상을 통과하도록 설정하 다.

3.2 내습각도
한반도 남해안과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

선이 복잡하고 만의 형상을 갖는 지역이 매우 많아 이

로 인해 태풍의 내습각도에 따라 발생되는 해일고의 높

이  수 상승 양상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마산만 일 는 지리  특성상 만의 길이가 

길고 좁으며 수심이 얕아 해일 발생시 수 상승이 가

될 뿐 아니라 만의 입구가 외해와 연결되어 있어 심해

의 향을 직  받는 해역이다. 특히 만의 형상이 남

동측으로 열린 해역으로 태풍 내습시 발생되는 동남풍

의 향을 직  받는 지형으로 지리 으로 해일에 매우 

취약한 여건을 안고 있다.

목포해역 한 서측으로 열린 만의 형상으로 내습각

도가 만의 열린 방향에 가까운 WSW 내습각도에서 해

일고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생략). 이

는 서해안 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이며, 특히 부분의 연안도시가 만의 내부에 형성되

는 것을 감안할 때 내습각도의 변화에 따른 수 상승으로 

범람 험성이 더욱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내습각도는 앞서 서해안에 향을  태풍의 이동경

로를 감안해 S(0.0°), SSW(22.5°), SW(45.0°) 등 3가지 각

도로 설정하 다.

3.3 이동속도
태풍의 이동속도에 따른 해일고는 일반 으로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높게 발생하며, 반 로 이동속도가 느

려질 경우 해일고는 낮아진다. 한반도 상륙 태풍의 이

동속도가 빠를 경우 높은 해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와는 반 로 이동속도가 느릴 경우 태

풍의 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그 만큼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Table.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해안을 통과한 

태풍의 이동속도는 최소 12.8km/h, 최  64.8km/h로 

평균 31.6km/h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의 2011년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업결과  

목포지역의 이동속도에 따른 내습각도별 해일고 변화

를 검토한 결과(Fig. 3), 이동속도가 30km/h일 경우 해

일고가 더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

서는 보수 인 에서 평균값에 근사한 30km/h의 

이동속도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3.4 상륙위도
서해안의 경우 남북으로 긴 해안선을 심으로 상

지역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태풍의 상륙

치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서해안의 경우 상륙하

는 태풍의 심이 상지역을 직  통하는 경우와 

상지역의 남측에 상륙하는 경우 그리고 북측에 상륙하

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상륙 치에 따라 

태풍의 풍속방향이 변화함으로 유발되는 해일고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제안 시나리오에서는 태풍의 최 풍 반경이 첩되

지 않고 상지역별 해일변화를 악할 수 있도록 태풍 

심의 통과 도를 상지역 통과하는 경우 1 

Case(L1)와 남북 방향으로 ±1.0° 치로 통과하는 2 

Case(L0, L2)를 조합한 총 3 Case로 구성하고자 한다

(Fig. 4, 생략).

3.5 최대풍 반경()
1981년 이후 발생태풍 에서, 한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 TS  이상 77개 태풍을 선정한 후, 태풍

의 심이 북  33°(제주 남부) 통과시부터 최 풍속반

경을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 태풍의 평균 최 풍속반경은 83.3km이며, 

최  182.2km, 최소 25.9km의 범 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반도에 향을 미치는 최소  평균 최 풍

속반경을 감안해 상태풍의 반경을 20∼80km의 범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실 인 것이라고 단되나, 

심기압이 매우 낮은 태풍이 상해역을 통과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최 풍반경의 크기가 해일고 변화에 미치

는 향은 크지 않으므로, 최 풍 반경은 평균치인 

80km만을 용하고자 한다.

3.6 중심기압()
지난 41년간(1970년～2010년) 태풍 향 기간내 서

해안 일  해면최 기압의 극값 자료를 활용한 극치분

포 해석을 통해 재 기간별 최 기압을 산정하 다. 극

치분석 결과(Table. 3),에 의하면 재 기간별 기압 극값 

 최 값을 갖는 50년 빈도 기압은 965.5hPa, 100년 빈

도 960.4hPa, 200년 빈도 955.3hPa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서해안 제안 시나리오에서는 태풍 심기압을 200년 

빈도에 근사한 950hPa에서 990hPa까지 10hPa씩 증가

시켜 총 5개의 Case로 설정하고자 한다.

재현

기간

(년)

GEV GUM Weibull

MM ML PWM MM ML PWM MM ML PWM

10 979.2 979.2 979.3 979.5 977.5 979.1 979.4 979.4 979.6
20 975.7 975.7 976.1 975.0 972.3 974.4 976.5 976.4 976.6
30 973.9 973.9 974.4 972.3 969.3 971.6 974.9 974.8 975.1
50 971.8 971.7 972.6 969.1 965.5 968.2 973.2 973.0 973.4

100 969.2 969.2 970.4 964.7 960.4 963.7 971.0 970.9 971.3
150 967.8 967.8 969.3 962.1 957.4 961.0 969.9 969.7 970.2
200 966.9 966.9 968.5 960.3 955.3 959.1 969.1 968.9 969.4

<Table 3>  최 기압 극치분석 결과 (단  : hPa)

a) MM : Method  of Moments
b) ML :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c) PWM : Method of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3.7 조석
모의 결과 태풍 통과시 목포해역 시설물 표고기 을 

과하는 수 가 발생하는 조건은 고조를 심으로 ·

후 각 2시간(-2～2hr)으로 고조시를 심으로 침수피해

가 우려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Fig. 5). 수면을 약최고

고조 로 고정하고 태풍을 통과시킨 경우( 재 시나리

오)와 조석과 태풍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조 조건에 

따라 해일고는 -75.3～52.6cm 가량 편차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나 조 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고조시 기  

50cm 이상 과  산정되는 결과 래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해일  범람 피해의 발생은 태풍과 같은 기상여

건과 조석  랑 등의 거동이 복합 으로 작용하며,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이 조기 고조시에 험수

에 도달하는 곳에서는 조석의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 시나리오는 실제 범람 험성이 높은 조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감안할 경우 고조시에 

태풍이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4. 가상시나리오 제안 및 적용

앞서 검토한 매개변수를 토 로 서해안에 합한 시

나리오를 Table 4에 제시하 다. 제안된 시나리오는 조

석이 우세한 서해안의 특징과 남북방향의 해안선을 따

라 상지역이 분포함을 고려해 도변화를 추가하여 

총 495 Case로 구성하 다.

2011년 국립해양조사원 수행 시나리오에 비해 용 

Case의 수는 50% 이상 감소하 으며, 조석조건을 고려

할 경우 최소 4일 이상 모의를 해야한다는 을 감안할 

때 실제 모의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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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서해안 용 시나리오(안)

(a) 

 

(b) 

<Fig. 5>  태풍 통과시 수   해일고 변화

단되며, 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동경로

(127.5～132.0°)와 비정상 인 내습각도(-22.5°) 등을 제

외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매개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용 Case의 감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기 자료(해

안침수 상도 제작  DB 구축용 자료) 확보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내습하는 태풍으로 인한 해일  범람 피해정보를 모

의를 통해 측하고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제작되는 해

안침수 상도는 다양한 가상시나리오의 모의를 통해 

기  자료가 되는 측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여야만 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상시나리오는 서해안 지역을 

상으로한 해안침수 상도 제작  DB 구축용 자료 

확보를 한 시나리오 용시 해역특성이 고려된 모의

결과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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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기 자료 통합 표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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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 기 보모델의 공간해상도는 컴퓨  성능의 

향상으로 고해상도화 되고 있고, 장기 인 시뮬 이션

도 가능해졌다. 한 방 한 양의 시공간 다 변수들이 

출력되므로 용량 해양- 기 자료를 분석하기 해서

도 가시화가 더욱더 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해양- 기모델의 결과를 고해상도 지형 에서 고속

으로 3차원으로 표출할 수 있고, 수치모델과 컴퓨  환

경에 한 사 지식이 없어도 구나 직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궁극 인 목 으로 하

여, 연구의 첫 단계로서 해양- 기 자료 통합 표출 데모

시스템을 개발하 다. 

2. 개발 내용

사용자의 다양한 컴퓨터 환경을 손쉽게 지원하는 기

존의 주된 방법은 웹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웹 

라우 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런 웹 기반의 환경은 문서자료나 2D 상

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상호작용 가능한 

3D 상을 고속으로 표출하는 시스템을 해서는 부

하다. 그래서 다  랫폼을 지원하면서도 고속으로 

3D 표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기존 웹기반

의 Java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된 시스템은 다  랫폼

을 지원하지만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고속 처리가 가

능한 C/C++ 언어로 개발하면서도 다  랫폼을 지원

하는 개발 환경으로 공개 개발 환경인 Qt를 활용하

다. 한, 다  랫폼을 지원하면서 고속의 3D 상을 

표출하기 하여 제 3의 미들웨어를 통하지 않고 다  

랫폼을 지원하는 공개 표  3D API 인 OpenGL을 사

용하 다. 그리고 향후 모바일이나 웹 환경으로 이식하

는 것에 비하여 OpenGL 2.0 버 의 기능만 이용하

다. 수치모델 결과 데이터를 리하는 DB는 일반

인 범용 DB를 활용하지 않고  시스템에 최 화된 간

편한 일 시스템으로 구 하 다. 그리고 수치 모델 

데이터를 빠르게 더링하기 해서 더링에 필요한 

사  계산 결과 데이터를 미리 가공해서 일로 캐싱해 

두는 시스템도 구 하 다. 

한반도 해양- 기 자료표출 데모시스템은 Qt 개발환

경으로 사용자가 Windows, Linux, Mac의 세 가지 다

 랫폼 환경에서 해양- 기 수치모델 결과를 손쉽고 

빠르게 다양한 3차원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었다. 첫째, 고분해능 한반도 지형 고속 표출 모

듈로서, 다  랫폼(Windows, Linux, Mac)을 기반으

로 한반도 역의 고분해능 지형(~90m)을 고속으로 표

출한다. 둘째, 고분해능 수치모델 결과 자동분류  

리 DB로서, 수치모델 결과  3D 표출에 사용될 주요 

변수(바람, 온도, 기압 등)를 분류하고 주요 변수를 

리한다. 셋째, 고분해능 수치모델 결과 3D 고속 표출 모

듈로서, 주요 변수들의 수평  연직 단면도를 고속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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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스칼라 변수들을 고속으로 볼륨 더링

(Volumetric Rendering)한다.

3. 방법

3.1 한반도 지형 고속 표출
고분해능 한반도 지형 고속 표출 모듈의 개발에는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고분해능

지형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SRTM은 NASA의 우주왕

복선 임무  하나로서, 지형의 정 한 고도데이터를 

얻기 해서 지구궤도를 선회하는 우주왕복선에서 지

상으로 이더 를 발사해서 고도를 측정하는 임무

이다. NASA는 이 임무를 통해서 일부 극지방을 제외

한 거의  지구 역에서의 90미터 분해능의 디지털 

고도 데이터를 얻었고, 미국 등의 지역은 30m 분해능의 

데이터까지 얻었다. 이 방 한 데이터는 인터넷에 공개

되어있고 특별한 조건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http://edcsns17.cr.usgs.gov/NewEarthExplorer/). 

본 연구에 사용한 SRTM 데이터는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사이트에서 DTED(Digital Terrain 

Elevation Data) 포맷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RTM 데이터의 해상도는 기본

으로 90m 분해능으로 3 각에 해당하고 DTED 포맷

으로는 벨 1에 응된다. 벨 1의 데이터는 한반도

가 치한 도 지역의 경우 도, 경도 1도 단 의 

사각형에 가로 세로 1201 x 1201 개의 고도 데이터(단

: meter)가 장되어 있다. 지형을 사실 으로 묘사하

기 하여 성으로부터 얻어진 실제 지형사진도 사용

할 수 있다. 이런 성사진은 기본 으로 2차원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이미지 일 포맷으로 제공

되면 지형 메시에 입힐 텍스쳐 맵으로 바로 활용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역에 한 성사진을 사

용하 다. 

지형 더링을 하기 해서 지형 기하 구조에서 높이 

맵은 가장 간단하고도 공통 인 데이터 입력 방법이다. 

높이 맵은 규칙 인 격자 형태로 정렬된 높이 값의 2D 

배열이다. 지형 데이터의 장 수단으로 그 이스 일 

비트맵을 사용하는데, 이는 비트맵으로 지형을 쉽게 시

각화 가능함을 의미한다. 지형을 사용하려면 우선 그

이스 일 높이 맵 정보에서 폴리곤 메시로 지형을 변환

해야 한다. 이를 시각화하려면 높이 맵 이미지를 높이 

값의 격자로 도해화해야 한다. 

3.2 등치선 추출 알고리즘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Marching Square Algorithm)

은 격자 으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로부터 연속 인 

등치선을 추출하기 한 표 인 알고리즘이다. 마칭

(marching)은 개별 셀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경우별

로 해당하는 등치선으로 체한다는 의미이다. 마칭 스

퀘어 알고리즘을 따라 등치선을 추출하면 항상 셀을 구

성하는 선분의 을 지나도록 선이 만들어지기 때문

에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각이 진 등치선이 

만들어 진다. 이런 상은 격자 셀을 좀 더 세 하게 나

면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근본 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한다. 그리고 셀을 세 하게 나 면 계산량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을 완화하기 해서 선이 이 아닌 

최 한 데이터 경계 에 가깝게 지나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경계  치를 추정하는 기존 방법은 Fig. 1과 같

이 개별 선분의 양 끝  값으로부터 경계 값을 찾을 때

까지 선분을 재귀 으로 반분(Fig. 1)하며 찾아가는 일

종의 이진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번의 재귀를 통해 가장 정확한 값을 추

정할 수는 있지만, 재귀의 횟수에 따라 계산량이 많아

지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 재귀 인 이진 검색

이 아니라 일종의 선형 보간과 유사한 방법으로 한 번

에 경계 을 추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경

계 은 경계치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끝 에 가까이 

있으므로, 경계치와 셀 선분의 양 끝 의 값을 서로 비

교해서 경계 의 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경우로 만약 경계 값이 양 끝  값의 앙값이라면 경

계 도 당연히 이 될 것이고, 만약 그 지 않다면 

한 쪽 에 치우친 치에 경계 이 존재할 것이다. 치

우친 치를 용하기 한 경계 값이 양 끝 값 사이의 

어디쯤에 치하는 지를 0.0 ~ 1.0 사이의 값으로 정규

화 한다. 이를 비례 값으로 끝  사이의 경계 의 치

를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3차원 구 을 해서는 

3차원 마칭 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2차원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이 확장된 것이다. 2차원에서 사

각형 셀에 의해 평면이 분할된다면, 3차원에서는 큐

에 의해 공간이 분할된다. 

<Fig. 1>  경계 추정(左)  재귀  반분(右)

3.3 해수면 렌더링
해수면의 높낮이를 묘사하는 것은 기본 으로 지형

을 더링하는데 이용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Fig. 4>  슬라이스방식의 볼륨 더링

<Fig. 2>  스카이 박스 

<Fig. 3>  환경 맵의 원리

고를 나타내는 수면의 높이로 하게 정 의 높이를 

정하면 고에 따른 해수면을 더링할 수 있다. 그러

나 해수면은 지면과는 달리 물이라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인 묘사를 한 더링 방법은 사뭇 

다르다. 해수면이 지면과 다른 은 표면이 빛을 거울

처럼 반사한다는 것이다. 지면에 입사한 태양 은 부

분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하는 상을 보이지만 해수면

에 입사한 빛은 해수면의 굴곡을 따라 마치 울퉁불퉁한 

거울처럼 보이게 주변의 풍경을 반사한다. 이러한 해수

면 반사를 효율 으로 처리하려면 가까운 물체들에 의

한 반사는 무시하고 원근 배경에 의한 반사를 스카이 

박스(sky box)로 단순화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하

다. 스카이 박스는 원근 배경을 표 하기 해서 사용

되는 방법이다. 아주 멀리 있는 배경은 가까운 배경에 

비해 찰자의 치가 변하더라도 상 인 치의 변

화가 거의 없다는 을 이용해서 육면체 내부 면에 매

핑한 상을 마치 원근 배경처럼 보이게 하는 배경 처

리 방법이다. 결국 스카이 박스는 카메라를 앙에 

치시킨 하나의 상자 메쉬이다(Fig. 2). 여기에서 이 입방

체(정육면체) 환경맵(cube map)은 주변 환경을 상하좌

우 후 방향에 해 각각 이미지로 만든 6개의 이미지

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다. 입방체 맵을 사용하여 주

변 환경을 반사시키는 질감을 표 하는 환경맵을 표

하기 해서는 찰자의 시각으로부터 뻗어나간 선

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입방체 맵의 어느 부분과 교차하

는지를 결정해야 한다(Fig. 3). 입방체 맵과 교차하는 텍

스쳐 좌표에서의 색상이 물체 표면상에 반사된 한 의 

색상이다. 입방체 맵에서 물체가 놓여 있는 입방체 맵

의 심으로부터 바깥쪽 맵 평면까지의 3차원 방향 벡

터를 표 하기 해서 3D 텍스쳐 좌표를 이용한다. 즉 

입방체의 심으로부터 육면체의 바깥 면으로의 방향 

벡터로서, 텍스쳐 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향 벡터와 

면과 교차하는 지 의 색깔이 실제로 지정되는 색깔이

다. 

3.4 구름의 볼륨 렌더링(Rendering) 기법
구름처럼 3차원 볼륨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시각화하

기 해서는 볼륨 더링 기법이 필요하다. 구름은 구름

을 구성하는 미세한 물방울 입자의 도 분포에 의해서 

그 모양이 결정되는데 도 분포가 높은 곳에서 은 

곳으로의 변화가 연속 이기 때문에 그 형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볼륨 더링 기법 에서 가장 손쉽게 구

할 수 있으면서도 시각  품질이 좋은 방법으로는 슬

라이스 방식이 있다. 슬라이스 방식은 Vis5D에서도 사

용되는 방법으로 구름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상을 매

우 사실 으로 묘사할 수 있다(Fig. 4). 각 슬라이스 평

면마다 연속 인 색깔 값이나 투명도를 주어서 표 하

면 자연스럽게 연속된 형태의 구름이나 연기와 같은 모

습을 재 할 수 있다. 실 인 구름 이미지를 만들려

면 구름과 빛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구

름의 다 산란을 온 하게 시뮬 이션하기 해서 다

방산란(multiple forward scattering) 시뮬 이션

에 계산 비용이 낮은 모델을 유도하 다(Harris and 

Lastra, 2001). 쉐도잉 알고리즘(Dobashi et al., 2000)에 

기반한 Harris and Lastra(2001)의 알고리즘은 임 

버퍼를 블 딩하고 다시 읽는 방식으로 구름 입자의 조

명을 미리 계산하는데 용되었다. 일반 으로 계산시

간의 효율성을 해 구름 도 볼륨 반의 해상도를 

가진 라이트 볼륨 텍스쳐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개선하는 두 가지 최 화 툴을 추가하 는데, 

태양 빛의 투과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단순화하고, 이

마칭(ray marching) 알고리즘으로 구한 투과 깊이 값을 

별도의 3차원 텍스쳐에 장하지 않고 구름의 도 값

을 장하는 동일한 3차원 텍스쳐에 다른 성분 값으로 

장해서 텍스쳐(Texture)의 장공간을 이고 더



링시에 하나의 3차원 텍스쳐만 샘 링 하여 더링 속

도를 높 다.   

4. 해양-대기 자료표출 시스템

<Fig. 5>  실행 기화면  메뉴 설명

<Fig. 6>  해류 표출 결과

<Fig. 7>  수 출력(photo realistic, scientific visualization)

<Fig. 8> 구름자료 3D표출 결과

해양  기 데이터를 으로 확인 가능한 벡터장, 

등치선, 해수면표출, 볼륨 등의 방법으로 표출한다. 개

발된 시스템으로 2010년 제 7호 태풍 곤 스 사례에 

한 WW3 해양모델과 WRF3.3 기 모델의 자료를 표출

하 다(Fig. 5 ~ Fig. 10).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고해상도 지형 에서 고속으로 3D 

표출이 가능한 해양- 기 자료 표출 시스템을 개발하

다. 향후 실제 업 해양 보자료를 가시화하기 해서

는 공간해상도와 시간특성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Fig. 9>  기자료 등치선 표출 결과

<Fig. 10>  기자료 벡터장 표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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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석성분을 고려한 수심측량 조석보정 방안

Tidal correction of sounding depth considering non-tidal components

문승록1, 한동훈2, 강주환3 

수심측량은 해 면의 수심과 지형을 악하는 작업으로, 그 성과는 해도  수심도 작성을 비롯하여 

해양 상 이해, 해양구조물 설치 등에 필수 인 기 자료이다. 수심측량은 측량선박의 GPS로부터 실시간

으로 시간과 치, 음속정보, 선박운동정보 등을 제공받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고, 선 에 장착된 음향측

심기는 음 가 반사되어 돌어오는 시간과 음속과의 계로부터 거리를 산출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선 에서 해 면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장비로써 이때의 거리를 측량수심이라 한다. 그러나 측량수심은 

조석과 기상상태에 따른 해수면 변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수면 변동을 제거한 수심을 해도

에 표기한다(국립해양조사원, 2010). 정확한 해도의 수심을 결정하기 해서는 수심측량 치에서의 조석

측을 통하여 평균해면을 결정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조석 4  분조의 진폭의 합만큼 내린 기본수 면

의 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심측량시의 조 를 추산하여 측량수심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기상상태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악하기에는 실 으로 어렵고 시간에 따른 조 변화보다 상 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통 수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석보정과 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조석보정 용시스템 개발  개선연구 등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업에서 수심측량이 진행되는 하 기에는 태풍과 같은 기압이 장기 으로 향을 주고 있지만, 

조석보정시 기상 등의 향에 따른 비조석성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조석성분

을 고려한 조석보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시범 용을 통해 향후 

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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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CCTV 상자료의 분석을 통한 이안류 발생특성 연구

Investigation of Rip Current Characteristics Based on 

Analysis of CCTV Image Data at Haeundae Beach 

권석재1, 신충훈2, 최 우3, 윤성범4

 Seok Jae Kwon1, Choong Hun Shin2, Junwoo Choi3, Sung Bum Yoon4

1. 서 론

부산 해운  해수욕장은 국 약 276개의 해수욕장 

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물놀이를 즐기기 해 찾는 

우리나라의 표 인 피서지이다. 특히 2011년은 약 1

천 238만 명이 2개월(7~8월)간 해운  해수욕장을 찾았

으며 해운  해수욕장을 찾는 여행객의 수는 차 늘어

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매년 수십 명의 해수욕객

이 이안류 사고로 구조 조치되고 있으며 재 인명피해

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안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한 원인 악과 책마련이 시 하다.

이안류는 해안에 비스듬히 입사되는 가 쇄 되면

서 연안류(longshore current)를 발생시키고, 해안과 평

행하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마주보고 흐르던 연안류가 

만나는 곳에서 해안의 직각방향 즉 바다 쪽으로 흐르는 

흐름이다(윤 등, 2010). 일반 으로 이안류는 연안의 수

심 분포를 비롯한 지형  환경  특성과 비선형 의 

상호작용  평균자유수면변 의 불안정성 등에 기인

하여 랑 에 지가 연안방향(longshore direction)으

로 강한 비균등성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rlymple, 1975, 1978; Tang and Darlymple, 

1989). 즉, 연안방향을 따라 랑에 지( 는 고)가 

격히 낮아지는 쪽으로 랑 잉여운동량 럭스

(wave induced excess momentum flux)의 기울기가 발

생하므로 그 부분의 평균수면 상승과 더불어 이안류 수

로(rip channel)를 통하여 외해 쪽으로 강한 흐름이 발

생하게 된다(최 등, 2011). Fig. 1은 술된 이안류 발생

의 개념도를 보여 다. 이안류 두부(rip head)는 이안류 

흐름이 외해쪽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약화되는 구간이

며, 이안류 본류(rip neck)는 실질 인 이안류의 흐름이 

강하게 존재하는 부분, 그리고 공 류(feeder currents)

는 가 쇄 되며 연안류가 발생되어 이안류의 흐름을 

공 하는 부분이다. 

<Fig. 1>  A schematic of a rip current similar to the 
classical definition by Shepard et al. (1941).

2. 해운대 이안류 관측

해운  주변 해안침식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운 되

고 있는 CCTV 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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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해운 의 서북측에 치한 로리 콘도에서 

바다 경찰서를 향하는 남동향으로 해운  해변을 향해 

설치  운 되고 있으며 CCTV를 통한 상 자료는 1

 간격으로 촬   장되고 있다.

 (a) June 12, 2011 11:21

(b) June 12, 2011 11:35

 (c) June 12, 2011 11:58
<Fig. 2>  Rip current generation at Haeundae Beach 

(June 12, 2011)

CCTV 상 자료는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

로 기록된 상자료 에서 태풍  우천 등으로 인하

여 기상조건이 양호하지 않아 상자료의 독이 불가

능한 일부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자료들을 모두 

확인  분석하 다. Fig. 2와 같이  2011년 6월 12일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안류가 발생하 음을 확

인하 다. 

 3. 해운대 이안류 발생원인 분석 

 일반 으로 이안류는 주기가 길고 고가 클수록 잘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주기가 길

고, 고도 큰 6월 26일에는 이안류가 발생하지 않았으

며, 주기가 상 으로 더 짧고 고도 작은 6월 27일 

11시 부터 이안류가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월 26일 당시의 CCTV 상자료를 독해본 결과 태풍

의 향으로 상 으로 여러 주기의 랑이 발생하여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운  해안으로 

입사하는 랑의 방향스펙트럼도 역이어서 CCTV 

상을 통해 선이 상 으로 짧고 불규칙성이 강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Wave crest line(June 27, 2011 11:14)

Fig. 3은 2011년 6월 27일 오  11시 14분에 촬   

기록된 해운  해안의 상자료이다. 6월 27일 11시 이

후의 CCTV 상자료는 해운  해안으로 입사하는 

랑의 주기가 상당히 규칙 이며 거의 단일주기에 가깝

고 선이 길어 규칙 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일반 으로 선의 입사각이 약간 다른 

두 방향의 규칙 가 첩되어 비선형 효과로 인한 랑

의 상호작용으로 랑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길쭉한 육각형 벌집 형상을 이루는 

선의 배열이 해운  해안에 규칙 으로 입사하는 특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술된 길쭉한 육각형 벌집 형상의 첩 는 비선형 

규칙 가 방 제에 작은 각도로 비스듬히 입사할 때 진



행방향이 비슷한 입사 와 반사 가 첩되어 나타나

는 연 (stem wave)와 같은 원리로 발생한다. 두 진행

 사이의 향선 각도가 작을수록 랑의 상호작용으

로 인해 변형  합성되는 선의 길이가 상 으로 

길어지며, 진행방향이 동일하고 인 한 2개의 선

은 서로 반 장의 상차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a), (b)는 향선(orthogonal line)의 입사 각도

에 따른 연 의 발생 특성을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선의 정 앙에서 고가 가장 크며 이를 기 으로 

선을 따라 좌우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가 작아져 

두 선 사이에 고가 (zero)인 선(node line)

이 존재한다. 

(a) Incident angle of orthogonal line is small 

(b) Incident angle of orthogonal line is large
<Fig. 4>  Definition sketch for stem wave generation an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육각형 벌집구조 형태의 진행 가 해안에 도달하면 

고가 큰 선 앙부로부터 쇄 가 발생하고 

선의 좌우 방향으로 쇄 가 이되므로 쇄 에 의해 발

생하는 연안류도 선의 앙으로부터 선을 따

라 좌우방향으로 발달하게 된다. 한, 반 장의 상

차를 가지고 입사하는 인  선 역시 순차 으로 쇄

 등에 의한 연안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게 인  

선의 해안 도달로 인하여 순차 으로 발생한 연안

류의 흐름은 상 으로 에 지가 작은 선 사이의 

선에서 만나 충돌하게 되고 흐름이 정체되어 

선 부근의 수 가 높아지게 된다. 선 부근의 수

가 높아짐에 따라 외해측 선 역과의 수 차이는 

 더 커지게 되며 선 부근에 쌓이는 흐름에 지

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상 으로  고  수

가 낮은 선을 따라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이 흐

름은 일시에 외해로 빠져 나가면서 이안류를 발생시키

게 된다. Fig. 5는 술된 벌집구조 형상의 진행 에 의

한 이안류 발생 개념도이다.  

<Fig. 5>  Definition sketch for rip current generation due 
to honeycomb pattern incident wave

 

<Fig. 6>  Rip current generation due to honeycomb pattern 
incident wave ((June 27, 2011 11:14)

Fig. 6은 실제 해운  해안에서 벌집 구조의 진행

에 의해 발생한 이안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편 으로 알려진 오목해안이나 연안사주-이안류 수

로(sand bar-rip channel) 시스템에서의 이안류 발생 메



커니즘과 정반 의 메커니즘이다.  통상의 이안류는 이

안류 수로(rip channel)나 오목해안(pocket beach) 앙

부에서만 발생되지만 해운  CCTV 상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벌집구조 진행 에 의한 이안류는 cusp 

beach(periodic pocket beach)의 돌출부인 horn에서 발

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 Fig. 7>  Haeundae marine and beach topography 

이안류를 발생시키는 벌집 구조의 진행 는 해운  

해역의 해  지형으로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해운  해안 면부에는 3 기

의 암 군이 발달되어 있다. 하나는 해운  해변의 서

쪽 경계를 이루는 리마루 부근의 돌출 암 이며, 두 

번째는 동쪽 경계의 미포항 부근으로부터 뻗어나간 암

군, 마지막으로 해운  만 앙부의 암 군이다. 이 

앙부 암 군 를 장주기의 규칙 가 입사하게 되면 

앙 암 군 좌우의 수심이 깊은 곳을 진행하는 는 

속도가 빨라 암 군 를 진행하는 선에 비해 

빨리 진행하게 되고, 암 군을 지나 해변에 가까워지면

서 암 군의 좌측을 지나온 군과 우측을 지나온 군

이 서로 첩되어 벌집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주

기가 짧은 는 암 군의 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입사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 벌집구조 진행  신 해

안 가까이의 얕은 수심부에 발달된 이안류 수로나 반복

오목해안의 수심 분포에 향을 받아 통상 으로 알려

진 메커니즘에 의해 이안류를 발생시킨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의 CCTV 

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벌집구조 진행  내습시 이안류

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벌집

구조 진행 에 의한 연안류  이안류 발생 메커니즘을 

악하 다. 해운 에서 발생하는 이안류는 2종류의 

이안류 발생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째는 벌집구조 진행

에 의해 발생하는 규모 이안류로서, 반복오목해안

을 만들어 주는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이 게 형성

된 각각의 오목해안에 의해 가 굴 되고 쇄 되어 소

규모 이안류가 발생하는 통상 인 메커니즘이다. 이 2

가지 메커니즘은 이안류 시발 에 있어서도 정반 이

다. 벌집구조 진행 에 의한 이안류는 오목해안인 경우 

반복오목해안의 돌출부에서 시작되고, 반 로 통상의 

이안류는 오목부 앙에서 시작한다. 한 벌집구조 진

행 에 의한 이안류는 직선해안에서도 발생가능하나, 

통상의 이안류는 이안류 수로나 오목해안 앙부에서

만 발생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이안류 상에 

한 감시방안  측연구를 한 귀 한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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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c Analysis of Topex-Poseidon/Jason 1 Altimeter data

15년  TOPEX/POSEIDON 성 고도계자료 조화분석

Byung Ho Choi1, Wang Yihang2 and Kyeong Ok Kim3

최병호1, Wang Yihang2, 김경옥3

1. INTRODUCTION

Ocean tid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dynamics of the Earth and have attracted many 
people’s attention since ancient time not only for 
science but also for commerce. Before late 1970s, 
tides were measured mainly by coastal gauges. 
Based on direct measurements as well as numerical 
simulations, we can understood compared with 
those in marginal seas along coasts fairly 
accurately. But in oceans, tides were not well 
understood compared with those in marginal seas, 
because of lack of measurements in ocean. In late 
1970s, direct measurements of sea level were made 
with Geos 3 and Seasat, but with limited success 
because neither mission provided completed 
long-term global coverage. Despite this situation, 
oceanographers were convinced of the potential 
value of altimetric data in the study of ocean tides. 
On March 12, 1985, the satellite Geosat was 
launched by the U.S. Navy/John Hopkins 
University Applied Physical Laboratory (JHU 
APL). Because its primary mission was obtain a 
high-resolution description of the marine geoid, the 
altimetric data of the first 18 months (March 30, 
1985 to September 30,1986) of the mission, known 
as Geosat Mission (GM), were classified because 
of their military significance. Howerer, the satellite 
orbit was subsequently maneuvered into the Exact 
Repeat Mission (ERM) orbit and began 
unclassified operations on November 8, 1986. 
After 1995, the GM data based on the original 
NSWC (Naval Surface Weapons Center) orbit 

were released to NOAA in their entirety of public 
distribution. Now, the 1997 release of GM with 
consistent JGM-3 orbits (Joint Gravity Model-3) 
and enhanced geographical correction is available.

On august 10,1992, TOPEX/POSEIDON, which 
is jointly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and the the French Space Agency, Center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was launched for 
making precise and accurate observation of sea 
level and has gathered millions of valuable 
altimetric data (fig 1). Basing on those altimetric 
data, oceanographers have made great efforts in 
studying oceanic tides through varies of methods, 
and their results are encouraging.

Cartwright and Ray (1990) used the altimetry 
from the Geosat ERM’s first year to derive 
estimates of the diurnal and semidiurnal oceanic 
tides. In this analysis, “orthotide” functions were 
used to ensure complete definition of the diurnal 
and semidiurnal species with the grid areas of 1˚ 
latitude by 1.5˚ longitude. The results, compared 
with tide constants from in situ gauges, show their 
rms errors of about 4 cm. Later, they improved 
their model using two years of altimetry from 
Geosat ERM data set (Cartwright and Ray, 1991, 
hereafter referred as CR91). CR91 model used the 
response method to determine a set of gridded 
parameters from which the tidal admittance can be 
calculated across diurnal and semidiurnal tidal 
bands. In CR91, collinear repeated-track altimeter 
differences were employed and the tidal solutions 
were preceded with the adjustment of radial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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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2 tidal chart (Lefevre et al., 2002)

<Fig. 4> M2 tidal chart (Egbert et al., 1994)

<Fig. 5> M2 tidal chart (Eanes et al, 1996)
<Fig. 2>  M2 tidal chart (Ray, 1999)

correction parameters. Ma et al. (1994), using the 
first year of TOPEX/POSEIDON altimeter 
measurements and an improved geocentric global 
ocean tide model, provided corrections to CR91 
model. The corrections were estimated on a by 3˚ 
by 3˚ grid using both the harmonic analysis method 
and the response method. Comparison of Ma’s 
method to pelagic tidal constants determined from 
80 tide gauges gives rms difference of 2.7 cm for 
M2 and 1.7cm for K1. Besides those above studies, 
many research works on deriving ocean tides from 
altimetry have been carried out, such as the studies 
of Schama et al (1994), Sanchez and Pavlis (1995), 
Matsumoto et al (1995), etc.  Major  tidal charts 
from altimetric data analyses and hydrodynamic 
models are present from Fig. 2-Fig 6.

<Fig. 1> Altimetric T/P ground track over the Pacific Ocean



<Fig. 6> M2 tidal chart (Lyard et al., 2006)

<Fig. 7> M2 chart from the present study

2. RECENT UPDATED TIDAL CHARTS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7 recent global 
ocean tides is assessed through comparisons with 
392 ground tide gauge observations. It is shown 
that for the tide empirical models GOT00 and 
CSR4.0, assimilated models NAO99, FES2002 and 
FES2004, and the inversion model TPXO7.0, the 
root-mean-square (RMS) differences are about 3 
cm for constituent M2, and the RMS differences 
are about 1~2 cm for the other constituents. 
Comparison with 18 tide gauge observations 
located on the islands around China shows that the 
accuracy significantly decreases in the coastal 
regions: the RMS differences of constituent M2 
lying in the range of 6 ~ 14 cm. Among these 
models, the hydrodynamical model NAO99, which 
assimilates T/P altimeter data and tide gauge 
observations, developed by the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of Japan, has the best 
accuracy for the seas adjacent to China. The 
present study uses more than 16 years of 
TOPEX/POSEIDON and JASON-1(T/P-J) satellite 
altimeter data to derive 8 tidal constituents and 2 
meteorological constituents Sa and Ssa. The main 
conclus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intercomparison of the T/P-J derived harmonics at 
7000 satellite track crossover points (drawn in Fig 
9 and Fig 10 as tidal charts) shows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2 amplitude and 
phase between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analysis are 0.9965 and 0.9961, respectively; those 
of S2, K1, O1and Sa are in the range of 0.94 to 
0.99. (2) The comparison of the altimeric solutions 
with harmonics at 392 gauge stations is 

satisfactory. The accuracy reachs levels of 1.5-3 
cm in vector RMS differences and 2~70 in phase 
lags for principal constituents, which are of similar 
accuracy to the current global ocean tidal models. 
(3) The solutions of the meteorological constituents 
Sa, Ssa from 16 years of T/P-J altimetry are 
compared with 105 ground stations, showing the 
amplitude RMS difference of 1.50 cm, phase RMS 
difference of 18.360, vector RMS difference of 
2.16 cm. The Sa, Ssa constituents cotide chart are 
obtained for the first time. The contributions of the 
sea water density and sea level pressure to the 
constituent Sa are analyzed.

Numerical simulations with Princeton Ocean 
Model for the Antarctic Ocean and the Arctic 
Ocean are performed, the results agree well with 
those at 162 ground stations (30 in the Southern 
Ocean and 130 in the Arctic Ocean). These two 
model results are merged with T/P-J derived result 
to construct the global tide cotida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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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dal charts from the present study except M2

Egbert, G.D., Bennett, A. and Foreman, M. (1994). 
TOPEX/POSEIDON tides estimated using a global 
inverse model.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99(C12), 24821-24852.

Fang, G., Y. Wang, Z. Wei, B. H. Choi, X. Wang, 
and J. Wang (2004), Empirical cotidal charts of the 
Bohai, Yellow, and East China Seas from 10 years 
of TOPEX/Poseidon altimetry, J. Geophys. Res., 
109, C11006, doi:10.1029/2004JC002484.

Lefevre, F., Lyard, F.H., Le Provost, C. et al. (2002). 
FES99: A global tide finite element solution 
assimilating tide gauge and altimetric information. 
J. Atmos. Oceanic Technol., 19(9), 1345-1356.

Le Provost, C., Genco, M.L., Lyard, F. et al. (1994). 
Spectroscopy of the ocean tides from a finite 
element hydrodynamic model.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99(C12), 24777-24797.

Lyard, F., Lefevre, F., Letellier, T. et al. (2006). 
Modelling the global ocean tides: modern insights 
from FES2004. Ocean Dynamics, 56, 394-415.

Matsumoto, K., Takanezawa, T. and Ooe, M. (2000). 
Ocean Tide Models Developed by Assimilating 

TOPEX/POSEIDON Altimeter Data into 
Hydrodynamical Model: A Global Model and a 
Regional Model around Japan. Journal of 
Oceanography, 56, 567-581.

Ray, R.D. (1999). A global ocean tide model from 
TOPEX/POSEIDON altimetry: GOT99. Technical 
Report NASA Tech. Memo. 209478, Goddard 
Space Flight Centre, Greenbelt, MD, USA.

Schwiderski, E.W. (1980). On charting global ocean 
tides. Reviews of Geophysics and Space Physics, 
18, 243-268.

Yue Fang, Byung Ho Choi and Guohong Fang, 2000, 
Global ocean tides from Geosat altimetry by 
Quasi-Harmonic analysis, Chinese Journal of 
Oceanology and Limnology, Vol. 18, No. 3, pp. 
193-198. 

서경석, 최병호「전지구 해양의 M2 조석 산정 및 
조석에너지 소산」대한토목학회논문집, 1997

최병호, 서경석「세격자체계에 의한 전지구 해양 
조석산정」한국측지학회지, 1997



한반도 주변해역의 후  설계  산정

Wave Climate and Design Waves for Seas around Korean Peninsula

최병호1, 김경옥2, 민병일3, 조완희4

 Byung Ho Choi1, Kyeong Ok Kim2, Byung Il Min3 and Wan Hee Cho4

1. 서론

JRA-25(1979-2004, 26 years)는 일본기상청의 재분석 

자료로써, 2013년에는 ECMWF보다도 상도가 높은 

JRA-55(1958-2012, 55 years)으로 확장 공개 될 정이

라 한반도 근해  구 해양의 해 산정을 더 장기

으로 해상도가 높게 산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선 

JRA-25 바람장 자료를 사용하여 1980년~2011년까지 

한반도 해역의 해 특성(서해, 황해, 동 국해)을 가장 

잘 모사 시킬 수 있는 조석-해 -해일 복합 모델 시뮬

이션으로서 후를 산출하는 과업이  완료단계에 있다. 

2012년 4월 말 재 1980년~2007년까지를 산정(2010년 

12월부터 병렬 클러스터에서 산정 시작)하 으므로 시

뮬 이션에 1년 이상이 소모되었다. 재 한반도 주변

의 설계 는 과거 심해 , 천해 로 임의 으로 나뉘어 

산정되었고 그 후에는 한국해양연구원이 HYPA(S), 

WAM등을 이용하여 산정하 는데 일 성이 없고 바

람장도 ECMWF와 태풍모형 바람장으로 이원 인 

용을 하 다. 본 과업에서는 2009년 후반 새롭게 

Unstructured 격자를 체택한 SWAN 모델과 ADCIRC

를 동일 격자체계의 일체형으로 동  결합해 2010년 

Nortre Dame 학에서 공개한 2차원 모형 

(P)ADCIRC+(P)UNSWAN(Dietrich et al., 2011)을 사

용해 장기 후산정에 용하 다. 연안의 물리 인 과

정을 실험할 때에는 이 서로 다른 스펙트럼상의 들에 

한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Unstructured 장

 모형은 지형, 수심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인 해상

도를 조 하는 것이 가능하며, 륙붕에서 연안의 범람

역에 이르기 까지 각각 필수 인 물리과정이 재 되기 

한 최소한의 요구조건(격자 간격)을 한 격자상에서 

만족 시킬 수 있다.

JRA25의 1년 시뮬 이션은 64CPU를 병렬로 사용 

할 시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계산의 안정성 문

제는 wet/dry 역에서 수시로 발생한다. 그리고 진술

한 바와 같이 과다한 산정시간이 소요되어 2008

년~2011년 기간은 (P)ADCIRC 신 (P)SELFE로써 조

석 해일산정부분을 치하도록 실험산정  이다. 1차

인 Product는 매 1시간 각 노드에서의 유의 고, 주

기, 향, Wave Energy, (유속, 수 는 통합형 모형이므

로 조류/조 , 해일이 포함된 출력) 그리고 공간 으로 

매 5분 간격(약 9km)의 wave energy spectrum(2차원) 

이 한반도 주변에 장되어 새로운 ISO의 설계기 인 

다방향 불규칙 를 설계에 사용 할 때 직  이용 할 수 

있도록 장 하 다. 이는 유의 고 주기로서 

Bretschneider-Mitsuyasu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역산과

정보다 직 인 해 모형의 출력 결과이다. 방 한 산

정결과는 FTP 서버를 통해 근 가능하게 설계 되어야 

하는데 1년 산정 결과는 약  280Gbyte (압축 풀면 약 8

배 용량 필요) 로서 30년 산정 결과를 서버에서는 장

하고는 있지만, 주요한 product는 Wave Atlas로서 제

공 될 수 있으며, 설계를 한 유의  는 spectrum은 

download하여, 사용 할 수 있게끔 기본 설계 하 다. 

FTP 서버는 RAID mirror system으로 두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것을 계획하 고, 기본 으로는 일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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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해 산정 모형의 격자망도

<Fig. 1> 결합모델의 내부 통신 흐름도

(Dietrich, J.C., 2010)

<Fig. 2> 해 산정 모형의 계산 흐름도

어로서 작성된 web 운용)를 목표로 한다.  공서  

학교의 방어벽 시스템 때문에 자료 송  protocol 

근 재한이 있어 외부의 문 인 서버 리 체계에 인입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은 련 기 의 재정 인 지원 

는 자료 활용 기 들의 조가 필요하다.

2. 접합방법

2.1 동적결합 모형(ADCIRC + UNSWAN)
해양, 연안의 물리 인 과정을 실험할 때에는 이 서

로 다른 스펙트럼상의 들에 한 상호작용이 고려되

어야 한다. Unstructured 장  모형은 지형, 수심의 변

화 등에 따른 지역 인 해상도를 조 하는 것이 가능하

며, 륙붕에서 연안의 범람역에 이르기 까지 각각 필

수 인 물리과정이 재 되기 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해상도)을 한 격자상에서 만족 시킬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2009년 후반에 새롭게 Unstructured 격자를 채

택한 UNSWAN 모델과 ADCIRC를 tightly-coupled한 

2010년 Nortre Damn 학에서 공개한 2차원 모형의 

(P)ADCIRC+(P)UNSWAN(Dietrich et al., 2011)을 기

본으로 한 PBL의 표면경계  BBL조건을 사용해 

장기 후산정에 용하 다. Tightly-coupled방식은  

SWAN과 ADCIRC 모형의 역분할된 동일한 격자정

보를 사용하여 수 , 유속, 풍속, 잉여응력이 local 

cache를 통해 모델간에 달되어 모델간의 보간이 불

필요한 방식이다. 결합된 모델간의 내부 통신은 core 내

부에서 수행되어 병렬컴퓨  환경에 따른 향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모델간의 커 링 기법은 병렬컴퓨  환

경의 효율성을 극 화한다(Dietrich J.C., 2010) (Fig. 1 

참조).

ADCIRC 모델과 SWAN 모델의 교환변수로는 해

모델로 radiation stress  BBL를 한 Wave Orbital 

Velocity 표 랑 성분이 달된다. 

한, 조석-해일 모델로부터 유속, 수  정보가 해

모델로 달되어 수  변화에 따른 쇄 의 변화 유속

에 따른 해 의 굴  등이 반 된다. Fig. 2에  JRA-25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해 산정 모형의 계산 흐름도를 

제시하 다.  한반도 연안의 해 산정에 용이하도록 황

동 국해와 동해 역이 포함된 역으로 약 270,000개

의 노드로 구성된 격자체계를 사용하 다(Fig. 3 참조). 

한반도 주변의 후 산정을 해서는 연안의 복잡한 지

형과 수심을 충분히 반 하기 해 최소 격자 간격 

100~200m(서남해 100m, 동해 200m)를 유지하도록 격

자를 구성하 다. 

2.2 기상 자료(해상풍)
한반도 근해의 해 산정은 과거 기간 기상 자료에 

한 의존도가 높으며, 기상 자료의 해상도  정확도에 

의해 산정된 해 의 정확도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재 이용될 수 있는 과거 기상 자료의 해상풍 

데이터 셋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1) 일본 기상청의 인쇄천기도(1일 2회)와 15일 평균 

해수, 기온도로부터의 바람장 산정(한양 , 나정렬 

교수) : 기 제공되었던 데이터 셋에 근년자료(인쇄 천



<Fig. 4>  2007년 후반기의 최  고 분포 

<Fig. 5> 2007년 후반기의 최  주기 분포 

JRA-25 JRA-55
Reanalysis 

years
1979-2004
(26 years)

1958-2012
(55 years)

Equivalent 
operational 

NWP system
As of Mar. 2004 As of Dec. 2009

Resolution T106L40
(~120km)

TL319L60
(~60km)

Time 
integration Eularian Semi-Lagrangian

Assimilation
scheme 3D-Var

4D-Var
(with T106 inner 

model)
Bias 

correction
(satellite 
radiance)

Adaptive method
(Sakamoto et al. 

2009)

Variational Bias 
Correction

(Dee et al. 2009)
Tropical 
Cyclone

Wind profile retrievals(TCRs) provided 
by Dr. Fiorino were assimilated

<Table 1>  JRA25와 JRA55의 특성비교

기도가 계속된 기간)를 첨가하여 황동해의 풍성류 산정

(HAMSOM 모형)에 용

2) ECMWF의 재분석 과업에 의한 0.5°  0.125° 

surface velocity field 바람장 : 5분 경 도 격자체계와 1

시간 자료로 보간하여  1TB용량 자료로 생성

3) JMA의 재분석 데이터 셋에서의 바람장

(http://jra.kishou.go.jp) : 1979~2012년은 2.5°, 1.25° 

구자료로 하루 6시간 간격으로 자료 생성

4) 디지타이징된 태풍  악기상 기간의 P, T, W로부

터 해상풍에 모수화된 태풍장을 삽입(embedding)시킨 

바람장 : 4차에 걸쳐 일본 기상 회로부터 구입하여 태

풍기간에는 태풍장 모형을 embedding하여 역시 5분 

격자체계로 해상풍 생성

5) ECMWF(NCEP) 재분석 모형 출력장에 태풍 라

미터를 MM5모형 는 WRF모형에 보거싱 후 생성 

 사용된 JRA-25의 기상 재분석 자료와 2013년에 확장 

공개 될 정의 JRA-55의 기상 재분석 자료의 특성을 

제시하 다(Table 1. 참조). 향후 공개 될 JRA-55의 기

상 재분석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해상도  정확도가 높

아 자료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한, 이 자

료는 설계  산정에 필요한 50년 이상의 기상(해상풍)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 한반도 연안의 신뢰성 높은 

후  설계 을 산정하는 일 된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3. 진행 상황

ADCIRC와 UNSWAN은 모두 동일한 격자상(FEM)

에서 해일-조석-해 가 산정되는 일체형 체계이다. 64

노드의 병렬시스템 2기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1년 계산에 약 2주정도의 계산수행 시간이 필요하

으며, 4Tera 외장 백업 장치를 통해 지속 으로 백업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계산은 매 1시간 간격으로 

각 노드에서 유의 고, 주기, 향, Wave Energy 그리

고 해상풍의 향이 포함된 조류, 조 (악기상시 해일 

포함)가 출력되도록 설정하 다. 공간 (경도 : 

124.0~131.3, 도 : 32.7~40.0)으로 5분(약 9 km)간격의 

해상도로 wave energy spectrum(2차원)을 계산하

다. 이는 새로운 ISO의 설계기 인 다방향 불규칙 를 

설계에 사용 할 때 직  이용 할 수 있으며, 유의 고 주

기로서 Bretschneider-Mitsuyasu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역산과정보다 직 인 해 모형의 출력 결과이다. 



<Fig. 6> 칠발도 부이의 측치와 계산치  

재 진행 상황은 1980년~2008년까지 계산을 수행하

다. 이  Fig. 4~5에 계산결과의 일부인 2007년 후반

기의 최  고 분포와 주기 분포를 제시하 다. Fig. 6

은 2007년도에 해당하는 기상청 부이  하나인 칠발도

에서 측된 유의 고와 주기를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

다.  

4. 추후계획

JRA-25의 기상 재분석 자료 입력과 Tightly-coupled

된 (P)ADCIRC+(P)UNSWAN의 일체형 결합모형을 이

용함으로써 일 인 후  설계  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 다. 방 한 산정결과는 FTP 서버를 

통해 근 가능하게 설계 되어야 하는데 1년 산정 결과

는 약 280Gbyte(약 8배로 압축된 용량)로서 25년 산정 

결과를 서버에서 장하고는 있지만, 주요한 product

는 Wave Atlas로서 제공 될 수 있으며, 설계를 한 유

의  는 spectrum은 download하여, 사용 할 수 있게 

기본 설계를 하 다. 

한 본 연구의 기본 인 목 은 계산된 후  설

계 를 일반 공개(Web 서버 운용)하여 해안공학 실무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서  학교 등

의 특별한 기 에서는 방어벽 시스템 의해 자료 송 

 protocol 근 제한이 있어 외부의 문 인 서버

리 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 은 련 기 의 재

정 인 지원 는 조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복합과정모형의 경제 인 개선( : 반음해법 유

한요소모형 용)과 해상도가 상 으로 높은 surface 
(wind) velocity field dataset을 용시키는 방향도 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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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

업은 상지역별로 총 1,140 case의 시나리오 모의를 수

행하고 빈도별 시나리오 모의결과를 첩하여 제작되

는 빈도별 해안침수 상도와 더불어 수행된 모든 수치

모의 산출물은 해일고와 침수정보를 GIS 기반의 DB로 

구축하여 향후 태풍 내습시 해일고, 침수심, 침수범  

등을 포함한 보정보로 제공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업 

산출물의 DB 구축 과정과 활용 알고리즘에 한 내용

을 기술코자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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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다. 시나리오별 GIS 기반 DB는 추후 확장

성  보안을 고려하여 기데이터를 분석, 데이터 표

화  검증방법을 통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DB구축의 표 화를 실시하여 DB구축시 의사 달 향

상  구축기간의 단축, 자료의 일 성 확보  유지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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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를 작성하 다.

Fig. 1은 해안침수 상도 GIS 기반 DB 구축의 작업

흐름도로 기 자료 수집, 시나리오 모의결과 분석, 공

간자료 편집, 로그램 구조화  검수 등 체계 인 

산표 화 과정을 통해 최 화된 DB를 구축하 다. 

GIS 기반 DB는 시나리오별 수치모의 결과로부터 작

성되는 ASCII형식의 dat 일, 간성과물인 dxf 일, 

최종 성과물인 shape 일 그리고 지도기반의 PDF 

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형도면(dxf 일)의 정도 

높은 성과물 확보를 해서는  Fig. 2(생략)와 같이 산출

물에 한 검수항목 선정  세부검수 과정이 필수 이

라 할 수 있다.

ASCII 형식의 dat 일명의 구조는 Fig. 3(생략)과 같

이 지자체 도엽명, 진행속도, 내습각도 등 6개 주요 항

목을 조합하여 구성하 으며, dat 일내 구조는 

UTM-K 좌표계의 x, y좌표정보, 해일고  침수심 순으

로 Fig. 4(생략)와 같이 구성된다.

DB 일명의 지역코드는 Table 1(생략)과 같이 “

국 시군구의 문약어리스트”를 참조하여 구성하 다.

태풍의 각 인자별 코드 구성은 Table 2와 같다. 시나

리오상 30km/h와 60km/h 두 가지 속도로 구분한 진

행속도는 30, 60으로 표기된다. 16방  기 으로 SSE～

WSW까지의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된 내습각도의 표기

는 가시화시스템 상에서 DB 추출이 용이하도록 0.1° 단

로 SSE는 1575, S는 1800, SSW는 2025, SW는 2250, 

WSW는 2475로 일명 표기를 단순화시켜 구성하 으

며, 123°～132° 사이에서 0.5° 간격으로 세분화한 이동

경로의 표기 한 0.1° 단 로 단순화시켜 19개 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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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IS 기반 DB 구축 작업흐름도

해 1230～1320으로 구성되었다. 심기압은 930에서 

980까지 총 6개, 최 풍반경은 080(80km) 한가지로 구

성되며, 각 인자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_’ 기호로 연결

하여 일명을 구성하 다.

최종성과물은 shape형식 일(ESRI ArcView의 

Native Format)으로서, 최근 2차원 벡터 데이터의 호환

을 해 표 으로 사용될 만큼 범 한 사용자층을 확

보하고 있는 GIS 포맷으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따

로 리하는 형 인 분리형이다.

3. 구축된 DB 활용을 위한 예측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앞서 구축된 DB와 실제 기상청의 태풍 

보정보를 기반으로 태풍 내습시 측 시나리오의 선

정과정을 측정보로 활용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

다. 

3.1 기상청 태풍 통보문
기상청의 태풍 보정보는 Table 3과 같이 일시( 재, 

상), 심 치( 도, 경도), 심기압(hPa), 최 풍속

( 속, 시속), 강풍반경, 강도, 크기, 진행방향, 이동속도, 

70% 확률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풍 5일정보는 

2010년 2호 태풍부터, 태풍진로 상도는 2005년 4호 

태풍부터 제공하고 있다

3.2 예측 알고리즘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

업의 가상 시나리오 cases 구분 인자는 시나리오 상



진행속도 내습각도 이동경로 중심기압 최대풍반경
시나리오 DB 코드 시나리오 DB 코드 시나리오 DB 코드 시나리오 DB 코드 시나리오 DB 코드

30km/h 30

SSE
(157.5°) 1575

123.0° 1230
930hPa 930

80km 080

123.5° 1235
124.0° 1240
124.5° 1245

940hPa 940S
(180.0°) 1800

125.0° 1250
125.5° 1255
126.0° 1260

950hPa 950126.5° 1265
SSW

(202.5°) 2025 127.0° 1270
127.5° 1275

60km/h 30

960hPa 960128.0° 1280
128.5° 1285

SW
(225.0°) 2250 129.0° 1290

970hPa 970129.5° 1295
130.0° 1300
130.5° 1305

WSW
(247.5°) 2475 980hPa 980131.0° 1310

131.5° 1315
132.0° 1320

<Table 2>  태풍 인자별 코드

일시 중심위치 중심기압
(hPa)

최대풍속 강풍반경
(km)

[예외반경]
강도 크기 진행방향

이동속도
(km/h)

70%확률반경
(km)위도(N) 경도(E) 초속

(m/s)
시속

(km/h)
31일 03시 현재 24.5 130.3 970 36 130 450

[남서 약 400] 강 중형 북서 20

01일 03시 예상 28.5 125.7 960 40 144 500
[남서 약 450] 강 대형 북서 27 150

02일 03시 예상 34.0 123.0 970 36 130 450
[서 약 400] 강 중형 북북서 28 250

03일 03시 예상 39.3 127.3 980 31 112 350
[북서 약 250] 중 중형 북동 30 400

<Table 3>  7호 태풍 태풍 곤 스(KOMPASU) 기상청 보정보 시

태풍의 진행속도  내습각도 정보, 이동경로(123°～

132°, 0.5° 간격), 심기압(930hPa～980hPa, 10hPa 간

격), 최 풍반경(80km)이고, 측기법에 활용 가능한 

기상청 태풍 보정보는 심 치, 심기압, 강풍반경, 

진행방향, 이동속도 항목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침수 측 

알고리즘에 활용될 태풍 보 정보에 응되는 가상시

나리오 항목은 Table 4(생략)와 같다.

사용자는 태풍발생시 특정시간에 기상청의 홈페이

지상에서 태풍 보를 확인하고 상기 5개 항목  강풍

반경을 제외한 심 치, 심기압, 이동속도, 진행방

향 등 4개 항목을 토 로 해당지역의 1,140 case  가장 

보정보와 일치하는 태풍경로(19개 경로  1개 는 2

개 경로) 선택 ⇨ 심기압(1개 기압) 선택 ⇨ 이동속도

(30km/hr 는 60km/h  가까운 이동속도 1개) 선택 

⇨ 진행방향(SSE～WSW의 5개 각도  진행각도와 유

사한 2개)을 선택하고 선별된 2case 는 4case , 최

가 되는 1case와 입력자료 조건과 가장 가까운 최확치 

1case(최 치와 최확치는 동일한 case 일 수도 있음)에 

한 결과를 DB에서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태풍이 해당 

지역을 내습시 해일고(최 /최확치)와 침수정보(최

/최확치)를 제공하게 된다(Fig. 5) .

4. 알고리즘 적용 예시-태풍 무이파

2010년 제7호 태풍 “곤 스"는 2010년 8월 29일 21시

경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80㎞ 부근 해상에서 발생

하여 9월 1일 0시경 한반도 향반경내에 진입하 다. 

이후 태풍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수면 온도가 2∼3℃ 

높게 형성되어 있는 서해안을 지나면서 세력을 유지하

고, 우리나라가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 험반원)

에 놓이면서 서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본 장에서는 태풍 곤 스의 통과 후 보정보를 

활용해 구축된 DB로부터 측 시나리오를 선별해내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Fig. 5>  침수 측알고리즘 모식도

가. 경로 선택 : 제7호 태풍 곤 스의 2010년 8월 30일 

보기  여수지역 도(34.7767)를 통과하는 경도 = 

123.6030 → 이동경로 123.5° 선택(1,140 case → 60 

case)

나. 심기압 선택 : 2일 3시 상 심기압 970hPa과 

3일 3시 상 심기압 980hPa이 거리에 따른 선형보간

을 통해 여수 도 통과시 970.14hPa  → 가상시나리오 

기압항목  970hPa 선택 (60case  → 10 case)

다. 이동속도 선택 : 2일 3시 이동속도 28km/hr와 3

일 3시 이동속도 30km/hr를 거리에 따른 선형보간을 

통해 여수 도 통과시 28.14km/hr  → 가상시나리오 

이동속도 항목  30km/hr 선택 (10case  → 5 case)

라. 진행방향 선택 : 2일 3시 심 치(경도 123.0° 

도 34.0°)와 3일 3시 심 치(경도 127.3° 도 39.3°)를 

통과시 내습각도 39.05° ->가상시나리오 이동경로  

22.5°(북북동)와 45°(북동) 선택 (5case  → 2 case)

마.  최 /최확시나리오 선정 : 최종 선택된 2 case  

여수 기 조 측소 치의 해일고 결과를 기 으로 

최 해일고가 발생하는 case를 최  시나리오 case, 이

동속도와 내습각도가 가장 근 한 case를 최확시나리

오 case로, 각 2종류의 침수정보 측결과를 선정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업 산출물의 DB 구축 과정과 활용 알

고리즘의 개요  태풍 곤 스 통과시 시나리오 선별과

정에 해 기술하 다.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 

사업의 수치모의 결과는 각 상지역별로 체계 인 

산표 화 과정을 거쳐 GIS 기반 DB로 구축되며, 사용

자는 태풍발생시 특정시간에 기상청의 태풍 보  태

풍 심 치, 심기압, 이동속도, 진행방향 등 4개 항

목을 토 로 해당지역의 1,140 case  가장 보정보와 

일치하는 시나리오를 선별해 낼 수 있다.

구축된 시나리오 DB  측 알고리즘은 태풍 내습

시 해일  침수범람과 련된 험상황을 사 에 분

석․ 측하여 재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해 방업무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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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유류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한 나라 의 

하나이며, 최근 들어 원유 운반선의 척수  원유처리

량의 증가, 유조선의 형화 등 형 유류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 유

류 유출사고의 표 인 로  2007년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있다. 허베이 스피리

트호 사고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해상크 인 

인선의 충돌로 인해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원유 

12,547㎘가 유출되어 주변연안  서해안에 막 한 오

염피해를 발생시킨 형 유류오염 사고이다(국토해

양부, 2009a).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하여 Lee 등(2009)은 입

자추 법을 이용하여 10,000개의 입자를 비연속방류하

고 약비선형 에 의한 Stoke's drift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류확산의 정도향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정(2009)은 

사고발생시 부터 8시간 45분 동안 매 50 마다 10개

의 입자를 연속 방류하여 바람의 향에 따른 유출유의 

확산양상을 검토한 바 있다. 한, 양 등(2009)은 기 

조건으로 인공 성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토 로 유출

유의 기분포를 검토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 모델인 MOHID 모델을 이용하

여 2007년 12월의 서해 부해역의 해상 상황을 재 하

고, 원유의 유출 시간, 유출량 뿐아니라 유류의 특성치

와  풍화 작용을 반 한 유류확산모델을 수립하여 수치

모의를 실시함으로써 유류의 기 거동  확산 경향성

을 악해보고자 한다.

2. 수치 모델 

수치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은 포루투갈의 리스본 

학에서 개발한 MOHID(MOdelo HIDrodinámico) 모

델이다. MOHID 모델은 연안과 하구역에 용할 수 있

는 다기능 3차원 수치해석 모델로 기본 으로 조석  

해일과 같은 연안  하구역에서의 물리  작용을 계산

하며, 유체특성(수온, 염분 등), 오일러리안 물질이동, 

라그란지안 물질 이동, 난류(tubulence), 퇴 물의 이

동, 침식과 퇴 , 기상  랑조건 고려, 유류확산 등을 

계산할 수 있는 60개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 격자시스템(nesting) 기법을 용하여 보다 정 하

게 심지역의 해황을 재 할 수 있는 모델이다. 

2.1 해수유동 모듈(Hydrodynamic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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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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formation flux between the oil module and other 
modules.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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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유류확산 모듈(Oil module)

해상에 유출된 원유는 퍼짐(spreading)에 의해 얇은 

유막으로 변화되고 증발되며, 증발 후 잔존 성분은 해

수와 혼합되어 미생물 분해가 동반되는 유 수 에멀젼

(water in oil emulsion)을 형성한다. 한, 고가 높아 

충분한 교반이 발생하면 유출된 원유가 작은 입자로 분

산되어 해수와 혼합된 수 유 에멀젼(oil in water 

emulsion)을 형성하고 이후 분산, 용해, 미생물분해 등

의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정과 정, 2009). 따라서, 보다 

정확한 유출유의 확산 양상을 측하기 해서 유류

측 모델은 해상상태의 모의와 함께 유류의 이동, 확산, 

증발 등의 기작과 도, 성 등의 특성치를 함께 고려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실험에 용된 MOHID 모델은 2002년 11월에 스

페인 북서 해상에서 발생한 Prestige 유류 확산 실험에 

용(Carracedo et al. 2006)된 바 있으며, MOHID 모델 

내의 유류확산 모듈은 유류의 도, 성(viscosity), 퍼

짐(spreading), 증발(evaporation), 분산(dixpersion), 

퇴 (sedimentation), 용해(dissolution), 유상화(emul- 

sification), 해안 표착, 물리·화학 인 제거기법 등과 같

은 다양한 기작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기

작은 조건에 따라 선택 인 용이 가능하다(Mateus & 

Fernandes, 2008). 모델 내의 유류확산은 기본 으로 

라그란지안 기법의 입자추  모듈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Fig. 1). 

3. 유류확산 수치모의

3.1 모델 구성

유류확산 수치모의 시 모델의 구성은 다 격자시스

템인 2단계의 네스 (nesting) 기법으로 모델을 수립하

다. 네스  격자 구성시 1단계( 벨 1) 모델은 한반도

의 서해 부를 포함하는 역에 해 1/60°의 해상도

를 가지도록 격자를 구성하 고, 2단계( 벨 2) 모델은 

사고해역인 태안, 안면도, 평택항 일 의 해역에서 

1/300°의 해상도를 가지도록 격자를 구성하 다(Fig. 

1). 수직격자의 경우 벨 1은 수직 분된 2차원 모델

을 용하 으며, 벨 2는 5개의 시그마층을 가지는 3

차원 모델을 용하 다. 

3.2 모델의 보정 및 검증

모델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해 NAO.99Jb 해양조

석모델 결과  8개 분조(, , , , , , , 

)를 입력조건으로 하여 유출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델을 수행한 후 모델

의 결과를 측 자료와 비교하여 보정  검증을 실시

하 다. 

입력 조석의 보정은 벨 1 모델에서 국립해양조사

원의 검조소 조 (Fig. 1의 (a) ●정 )와 비교하여 실시

하 으며, 보정된 입력조건하에서 벨 1과 벨 2 

역의 모델을 동시 수행하여 얻어진 벨 2 모델의 계산

결과의 조화상수를 측 자료의 조화상수와 비교·검증

하 다. 한, 유속의 검증은 사고 당시 측 자료가 존

재하지 않아 2007년 6월 ~ 7월에  측된 국립해양조사

원의 측자료 DB (www.khoa.go.kr)에서 제공되는 자

료(Fugure 2, A01~A05)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유속 

검증시 조석개방경계 조건은 2007년 12월 기 으로 보

정  검증된 조건을 용하여 2007년 6~7월에 하여 

모델을 수행한 후 이를 측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을 

용하 다. 모델의 검증 결과   안흥(AH)검조소의 조

와, 07TA01 측 에서 유속의 시계열 비교결과를 

각각 Fig.  3과 4에 제시하 다. 



              (a) Level 1(1/60°)                                                   (b) Level 2(1/300°)
<Fig. 2>  Modeled area and locations of observation stations(★: accident point, ●: tidal 

stations(KHOA), : tidal current stations(KHOA), ▲: weather stations(KMA, KHOA), ■: Weather & 
wave stations(KMA),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HOA: Korea Hydrographic 

Oceanographic Administation)

<Fig. 3> Comparison of tidal elevation time series between 
observed(red dot) and calculated(black line) data

<Fig. 4>  Comparison of tidal current velocity time series in 
 ,  direction between observed(red dot) and 

calculated(black line) data

3.3 유류확산 모델 수립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시, 사고 선박인 허베이 스

피리트호는 2007년 11월 10-16일 동에서 11개의 

화물탱크(COT)와 2개의 슬롭탱크(Slop tank)에 원

유를 만재한 상태 고, 사고당시 좌 측 화물창 3개

소(1번, 3번, 5번 탱크)에 공이 생겨, 공크기가 큰 

3번 탱크(160×10cm), 5번 탱크(200×160cm)에서는 4

시간 30분만에 부분의 유류가 유출되었고, 공크

기가 작은 1번 탱크(30×3cm)에서는 12월 8일 야간에 

유출이 단되었다(국토해양부, 2009b; 국토해양부, 

2011).

유출유의 확산 모의는 앞서 구성된 벨 2 모델에

서 수행되었으며, 바람자료는 기상청의 “ 지구 해

양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동연구사업 “해

일 측시스템 정확도 개선 평가”의 일환으로 생산된 

RDAPS 모델의 바람장(유 등, 2007)을 용하 으며, 

실험시 유류의 퍼짐, 증발, 분산, 용해, 유상화를 고려

하 다.  실험시 유류입자의 발생은 각 탱크별 유출

상황에 맞게 분배하여 총 14,512개의 입자를 고려하

다.

4. 실험 결과

 사고 당시 유류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당일 

녁 9시 경에 만리포 북쪽 6 km 에 치한 구름포 해안

에 기름이 유입되었고, 22시 경에 만리포 해안으로 유



<Fig. 5> Comparison between a satellite image 
(10:40 am) and a predicted oil distribution 

(10:30 am), on Dec. 8, 2007. 

입되었고, 다음날인 12월 8일에는 모항리, 12월  9일 

도리,  12월 10일 에는 내리 만  해안까지 총 

70km 해안에 빠르게 오염이 확산되었다(해안경찰

청, 2008). 

본 실험의 실험결과 유류확산은 당시의 유류 확

산의 속도와 형태를 잘 재 하 다. Fig. 5는 사고 

발생 4일 후인  12월 11일 10시 40분에 촬 된 성

사진과 본 실험의 유류확산의 결과  12월 11일 

10시 30의 결과를 비교·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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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서해 해안선의 형태                     
(수심단 : 미터; 출처: 해양과학총서5)

서해 해안의 모니터링 방법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for Monitoring of Yellow Sea Coast of Korea

이정렬1, 강용덕2, 이주용3

 Jung Lyul Lee1, Young Duck Kang2 and Joo Yong Lee3

1. 서론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한반도와 국에 둘러싸인 서

해의 동측에 치하고 제한된 풍  fetch에 의하여 사

질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특히 침강에 의하여 이루어

진 리아스식 해안으로 Fig. 1과 같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편이다.

특히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약 45m 안 으로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으로 인천에서 최  10m

에 육박하고 목포해역에서는 약 4m를 넘는 조차를 보

이고 있어 조석  조류가 우월한 해안 환경을 보이며 

조간 가 최  10km까지 펼쳐진 곳도 있다

(Kellermann and Koh, 1999).  

따라서 조간 가 거의 없는 해안을 모니터링하는 방

법을 그 로 서해안의 독특한 환경에 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핑계로 원래 취지

와 어 난 해안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것을 방 할 수는 

없다. 서둘러 체계 인 서해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

록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서해안의 해안 환경에 맞는 

모니터링 방법에 한 연구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해안을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해안이 우리에게 베푸는 혜택을 조사하고 그에 한 변

화를 살피는 것이며 둘째는 해양 재난으로부터 완충지 

역할을 하는 완충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살피는 일이다. 따라서 모

니터링의 목   내용도 이러한 배경을 충족시키도록 

행해져야 한다. 

이를테면 해안선의 변화는 사질지형의 완충지는 물

론 연안생태, 개인이나 공공의 기반 시설의 훼손을 

래하므로 기술자, 과학자 그리고 리자들 입장에서  

이에 한 재 상태나 변화 추세를 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Douglas and Crowell, 2000;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0). 한 해안선의 변화로 래되는 배후 

지역과 연안 자원에 한 향을 악하고 평가도 동시

에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개발 계획이 수립되

면 기존의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환

경 향평가가 수행되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  그리

고 사후 정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그로 인한 향을 

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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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해빈단면 조사 모식도  주요 물리 지표

<Fig. 2> 해안 모니터링의 목         

2. 해안 모니터링의 목적

해안 모니터링의 목 은 우리가 해안에 하여 궁

한 사항을 살피는 것으로 Fig. 2와 같이 단계별로 1) 

재 해안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2) 그로부터 해안 

련 지표를 생산함과 동시에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변화를 악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3) 

분석 결과의 원인에 한 규명을 밝힐 진단과 개발에 

따른 향의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지

속 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궁극 으로 과학기술  연

안통합 리를 한 다양한 보 , 방재, 이용 측면에서

의 지표를 생산하는 일이다. 따라서 해안 모니터링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에 하여 주

 단보다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객

 단이 이루어질 자료의 산출이 필요하다. 

즉, 모니터링은 분해기법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는 사

진이나 이미지 자료의 취득보다는 수치를 직  취득할 

수 있는 측량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

고 사진이나 이미지로부터 간 으로라도 자료가 재

생산되더라도 충분한 신뢰를 지속 으로 확보할 수 있

도록 이를 통한 검증이 꾸 히 이루어져야한다. 

3. 서해 해안의 특징

표 인 해안 조사 사례로는 미국 로리다의 경우  

해안선은 물론 Fig. 3과 같이 해안을 따라 300m 간격으

로 해빈 단면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부

분 로리다 해안은 조차가 걸 만 쪽 서측 해안에서는 

30cm 내외이고 서양 쪽 동측 해안에서는 1-2미터 내

외로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안 동측해안 수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토사가 이동되는 한계 수심(closure 

depth) D* 까지 해빈단면 측량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토사의 체 체 의 변화를 기록하고 특히 연안으로의 

토사이동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서해안은 부분 조차

가 5m를 넘는 곳으로 조간 가 넓게 발달하여 해안선 

측이 용이하지 않고 한 해빈단면 측량은 강한 조류

로 인하여 토사이동 한계수심 개념의 용이 어려워 토

사량 보존성을 악하는 로리다  동해안 모니터링 

과 같은 해석 방법의 용에 한계가 있다.



<Fig. 5> 네덜란드 MCL 개념도

<Fig. 4> 인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의 해빈단면

Fig. 4는 서해 해빈 단면의 형 인 한 로서 경기

만의 옹진군 자월도 장골해수욕장의 해빈 단면(환경부, 
2008)을 보여주고 있다. 약최고고조 로부터 MSL까지

는 략 200m, 그리고 MSL로부터 약최 조 까지는 

더 완만하여 400-500m 의 폭을 가지고 있고 체 

600-700m의 사질 해안 조간 를 보이고 있다. 해안선 

근처에서 D50 가 0.2mm 수 으로 동해의 D50와 비교하

여 3-4배 정도 고우며 빈 경사도 동해와 비교하면 

6-12배 정도 완만하다(참조: Komar, 1998).  
문동  외(2007)에 따르면 모래 입자의 분포 양상이 

황해의 북동쪽과 남서쪽에서 체로 높은 분포를 보이

며 사질토 내에서는 석 의 함양이 매우 높고 이들 

부분이 황해로 유입되는 한반도의 한강, 강 등의 하

천과 양자강이 근원지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하 다.  

4. 네덜란드 조간대 모니터링 사례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서해안보다는 작지만 한반도 

남서 해안과 비슷한 약 3.8m에 이르는 조차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0년부터 Fig. 5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동 해안선을 유지하기 한 동  보존 정책

(Dynamic Preservation Policy; Min V & W, 1990)을 설

정하고 1990년의 해안선을 보존하기 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이 동  보존 정책은 자연 상을 이해하고 

그에 최 한 순응하는 것으로 개발에 따른 변화를 인

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양빈과 같은 연성공법을 택하

고 있다. 

따라서 해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를  정

량 으로 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네덜란드는 이 정량

 단의 수단으로 만조 로 결정되는 해안선보다는 

좀더 포 인 해안의 침퇴  변화를 보이는 기 으로 

해안을 따라 250m 간격으로 동 변화의 심이 되는 

평균 조 (Mean Low Water Level) 수 (order)에서 

결정되는 MCL(Momentary Coastline) 개념을 도입하

다. MCL의 치는 Fig.  5과 같이 평균 조  수면

(MLW)으로부터 사구 부분(dune foot) 는 사질 해

안 육상 경계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MLW로부터 

H만큼 아래의 높이에 해당하는 단면  A를 2H로 나  

길이를 B라고 할 때 육상 경계로부터 바다쪽으로의 수

평거리로 정의한다. 여기서 H는 변하지 않는 값이며 A

는 단면 측을 통하여 얻어지는 값이다. 따라서 선  

변화보다는 면  변화를 보이는 포  정의로서 조

 해안선의 치에 한 다른 표 이라는 의미보다 동

 해빈의 포  변화의 수 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받

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서해안 모니터링 방법안

이미 여러 차례 언 한 바와 같이 서해안은 조차가 

커서 해안선을 직  측하기가 어렵고 한 유럽의 

Momentary CoastLine(MCL)의 개념을 채택하기에는 

서해안의 조차가 최  2배 가량 큰 것을 감안하면 측량 

기선의 길이가 체로 2km를 상회할 정도로 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해 조석 환경에 맞

는 DL-0 수 까지 용한 MCL 추출을 한 해빈단면 

조사와 약최고고조 에 해당하는 해안선 측에 한 

제안 내용을 기술한다. MCL은 면  방호 개념의 해빈 

리 목 으로 그리고 해안선은 해안의 경계를 측량하

는것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배후 지역을 방호하는 목

으로 측된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서로 약간의 용

도 차이가 있다.

5.1 해빈단면 조사
서해안은 네덜란드 조차와 비교하면 측 기선의 길

이를 결정하는 조간 가 무 길다. 따라서 MLW보다 

H만큼  더 깊은 곳까지 측하기 보다는 Dune Foot로

부터 DL-0 수 까지를 주된 동  해빈으로 설정하고 



<Fig. 7> 경사 보정에 따른 해안선 추정 개념도

산정된 단면  A를 Fig. 5의 2H 신 각 해안의 

AHHWL 높이로 나 어 MCL이 산정되는 안을 제안한

다.  따라서 잘 발달된 해빈의 경우 MCL은 해안선에 해

당하는 리선이 된다.  

해빈단면 측 기선 간의 이격 거리 폭은 술한 바

와 같이 네덜란드는 250m이고 로리다는 300m 간격

이지만 서해안은 조차가 커서 인근 해안 단면과의 차이

가 비교  작은 것을 감안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로리다의 경우처럼 해안선을 따라 

300m 간격으로 해빈 조사가 수행되기를 추천한다. 그
런 경우 상황에 따라 좀 더 상세한 측이 필요한 경우 

150 간폭의 측이 수행될 수 도 있다. 해빈 단면 측

기선의 설정은 해수욕장의 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나 해안선의 길이가 략 700m 이하인 

경우는 앙에서 보다는 양측에서 2개의 단면 측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해수욕장의 측 기선 수는 2를 제

외하고 홀수로 설정된다.  기선의 측량 한계는 DL -0 수
까지 수행하여 단면의 면  A를 구한다.  

5.2 해안선 관측
   해안선은 약최고고조 로 정의되며 따라서 Fig. 6

과 같이 각 기선마다 약최고고조 에 해당하는 지  A, 
B, C가 결정되며 이로부터 직선을 따라 RTK/DGPS나 

 측정에 의하여 2지 의 경도  표고 측을 수

행하고 경사에 한 보간법을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해안선에 해당되는 경도 지  1이 결정된다.  

6. 결론

우리나라 서해 해안선은 조간 가 크게 발달하고 조

류의 향으로 GPS를 이용하여 해안선을 측하기가 

어렵고 한 Closure Depth개념의 용이 어려워 일정

간격으로의 해빈단면 조사를 통하여 해안을 따라  사질

토의 이동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해안선 조사의 목 성을 기

반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실정에 맞는 조간 의 해안

선 측량과 해빈단면 측량에 의한 MCL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 

<Fig. 6> 해빈단면 측으로부터 해안선 추정을 한 

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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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정온도 산정 방법에 한 검토

A Review of Method for the Analysis of Harbor Tranquility

류경호1, 정원무2, 윤성범3,김건우4

 Kyong-Ho Ryu1, Weon Mu Jeong2 ,Sung Bum Yoon3  and Gunwoo Kim4

1. 서론

우리나라의 행 항만 설계시 항만 정온도 검토시에

는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토와 항만가동율 검토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토는 주로 50년 

빈도의 심해설계 에 해 항내 수역에서의 고가 제

시된 기 이하로 유지되도록 항만의 배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Goda(2010)의 서에서는 설계빈도에 해당

하는 이상 의 내습시 항내 고가 1.0 m 이하를 유지하

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만가동율 검토는 선박의 규

모에 따라 설정된 하역한계 고를 기 한 부두별 연간 

항만가동율의 합이 97.5%를 과하도록 항만의 배치를 

결정하려는 방법이다.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토의 경우 우리나라의 신항만

들은  일본의 기존 형 항만들과는 달리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Goda의 권고치로는 개발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부산항 신항, 울산신항, 일만 신항 등의 여러 

신항만들에 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실시

설계에서는 해당 항만들의 여건에 따라 1.5∼2.0 m 정

도의 이상시 항내 고가 선택 으로 용되는 등 명확

한 기 이 없는 상황이다. 한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

토의 경우 항만 구조물의 천해설계  검토 등 항내 구

조물의 안정성 평가와 복되는 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질 으로 항만 정온도 검토와 직 으로 연 이 

있는 항만가동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3단계의 선박

규모별 항내 하역한계 기 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PIANC(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

와 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기 에서는 선

체운동에 따른 설계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

우에도 선체운동을 감안하여 하역한계 고 기 을 다

양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의 하역한계 기

을 선체동요와 선석의 랑조건을 고려하여 좀 더 합리

이고 자세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

토의 기 은 명확하지 않으며 항만 구조물의 천해설계

 검토와 복되는 도 있기 때문에 이상시 항내정온

도 검토는 해당 재  빈도 심해설계 와 이상고조와 결

합된 월  등에 의한 부두 치물의 안  확보 등에 근

거하여 검토하는 방안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그 방법론으로는 50년 빈도 심해설계 를 용하여 

산정한 천해설계 에 근거한 부두 천단고를 부지 조성

고와 방 제 추가 는 증축 건설비에 따른 경제성, 월

에 한 구조물  재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검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천해설  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부두의 반 인 안정성을 같이 고려

하는 것이다. 

항내 천해설계 고의 추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

과 경제 인 측면에서 주로 수치실험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3차원 수리모형실험도 병행하

여 실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수리  수치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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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size Critical wave height( )
Under 500 GT 0.3 m

500~50,000 GT 0.5 m
Over 50,000 GT 0.7~1.2 m

<Table 1> Permissible limit of wave height for cargo work.

Vessel 
size

Direction
(°)

 (sec)

4 6 8 10 12 15

20,000 
DWT

15 0.50 0.50 0.50 0.50 0.50 0.45
30 0.50 0.50 0.50 0.50 0.50 0.40
45 0.50 0.50 0.50 0.50 0.30 0.20
60 0.50 0.50 0.50 0.25 0.20 0.20

30,000 
DWT

15 0.50 0.50 0.50 0.50 0.50 0.50
30 0.50 0.50 0.50 0.50 0.50 0.45
45 0.50 0.50 0.50 0.50 0.45 0.20
60 0.50 0.50 0.50 0.40 0.20 0.20

40,000 
DWT

15 0.50 0.50 0.50 0.50 0.50 0.50
30 0.50 0.50 0.50 0.50 0.50 0.50
45 0.50 0.50 0.50 0.50 0.50 0.20
60 0.50 0.50 0.50 0.50 0.25 0.20

50,000 
DWT

15 0.50 0.50 0.50 0.50 0.50 0.50
30 0.50 0.50 0.50 0.50 0.50 0.50
45 0.50 0.50 0.50 0.50 0.50 0.25
60 0.50 0.50 0.50 0.50 0.25 0.20

<Table 2>  Permissible limit of wave height for cargo work.

Ship type Method of 
cargo-work

Surge
(m)

Sway
(m)

Heave
(m)

Roll
(deg)

Pitch
(deg)

Yaw
(deg)

fishing
elevator crane ±0.0075 +0.15

±0.2 ±1.5 ±1.5 ±1.5lift-on lift-off ±0.5 +1.0
suction pump ±1.0 +0.5

coast-liner
ship gear ±0.5 +1.2 ±0.3 ±1.0 ±0.5 ±0.5

quarry Crane ±0.5 +1.2 ±0.4 ±1.5 ±0.5 ±1.0

ferry,
roll-on & 
roll-off

side lamp ±0.3 +0.6 ±0.3 ±1.0 ±0.5 ±0.5
storm lamp ±0.4 +0.6 ±0.4 ±2.0 ±0.5 ±0.5
Link span ±0.2 +0.6 ±0.4 ±2.0 ±1.0 ±1.5
rail lamp ±0.05 +0.1 ±0.2 ±0.5 ±0.5 －

general cargo － ±1.0 +1.5 ±0.5 ±2.5 ±1.0 ±1.5

container
100% efficiency ±0.5 +0.6 ±0.4 ±1.5 ±0.5 ±0.5
50% efficiency ±1.0 +1.2 ±0.6 ±3.0 ±1.0 ±0.75

Bulk carrier 
crane ±1.0 +1.0 ±0.5 ±3.0 ±1.0 ±1.0

elevator/bucket ±0.5 +0.5 ±0.5 ±1.0 ±1.0 ±1.0
conveyor belt ±2.5 +2.5 － － － ±1.5

oil tanker loading arm ±1.5 +3.0 － － － －
gas tanker loading arm ±1.0 +2.0 － ±1.0 ±1.0 ±1.0

<Table 3>  Permissible limit of ship motion for cargo work.

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 항만 가동율 검토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토를 월 를 고려한 천해설   

검토로 체하면 항만가동율 검토가 항만정온도 검토

로 볼 수 있다. 실제 항만가동율은 실제 항만의 운 과 

한 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항만가동율 검토는 술한 바와 같이 선

박의 규모에 따라 설정된 하역한계 고를 기 한 부두

별 연간 항만가동율의 합이 97.5%를 과하도록 항만

의 배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박규모와 

선종에 따른 국내ㆍ외 자료를  분석한 해양수산부

(1996, 1997)의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하역한계 고를 

설정하 고 이를 부두별 하역한계 고에 한 해양수

산부(2005)의 “항만  어항 설계기 ”에 제시하여 

용하고 있다(Table 1 참조).

 ※ Republic of Korea

항만가동율은 항만계획 단계에서 차후 실제 항만의 

운 을 생각한다면 항만의 안 을 제외했을 경우 가장 

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항만가동율은 곧 항만물

류와 연 되기 때문이다. 재의 이상시 정온도 검토가 

설계  검토와 복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항만가동

율은 실제 항만의 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항만가동율에서 부두

의 하역상황은 엄 히 말하면 고가 아닌 선박의 동요

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본래는 고가 아니라 선체동

요량으로 하역의 가부(可否)를 단해야 한다. 그래서 

차후에 재의 하역한계 기 처럼 단순한 기 이 아닌 

선체동요와 선석의 랑조건을 고려하여 선박규모와 

계류상황별로  좀 더 자세히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두별 연간 항만가동율의 합이 

97.5%를 과하도록 하는 에는 차이가 없으나 우리

나라의 하역한계 고 기 에 비해 선박 종류  톤수, 선

박에 입사하는 의 방향, 주기 등 다양한 기 에 의해 하

역한계 고를 가지고 있다. 그  컨테이 선과 표  해

석법에 의한 하역한계 고를 Table 2에 제시하 다.

PIANC에서는 항내의 하역작업 단시간을 최소화

하는 항만운  시스템과 항만설계를 한 가이드라인

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선종별로 하역작

업  안 계류조건과 선체의 운동에 그 특징이 있다. 

PIANC에서 제시한 기 을 Table 4에 정리하 다.

 ※ Container ship, Japan

 ※ PIANC WORKING GROUP 24

4. 실제 항만에의 적용 및 검토

우리나라의 항만가동율 검토 방법과 다른 나라의 항

만가동율 검토 방법의 용에 따른 항만가동율 차이를 

검토하기 해 실제 항만에서 항만가동율 검토를 수행

하 다. 용 항만은 부산항 신항으로 하 으며 용선

박의 규모는 부산항만공사의 2011년 통계치를 참조하

여 부산신항에서 입출항 빈도가 가장 높은 30,000 

ton~50,000 ton 을 상으로 하여 간값인 40,000 



<Fig. 1>  Location map showing numerical modeling area

Direction Wave period(sec) Data source
SSE 5, 7, 9, 11, 13

E073125

S 5, 7, 9, 11, 13, 15
SSW 5, 7, 9, 11, 13
SW 5, 7, 9, 11, 13, 15

WSW 5, 7, 9, 11, 13, 15
W 5, 7, 9, 11, 13, 15

WNW 5, 7, 9, 11, 13, 15

<Table 4(a)>  Numerical simulation input data(Field data).

Direction Wave period(sec) Data source
SE 5, 7, 9, 11, 13

E073125
SSE 5, 7, 9, 11, 13

S 5, 7, 9, 11, 13, 15
SSW 5, 7, 9, 11, 13, 15
SW 5, 7, 9, 11, 13, 15

<Table 4(b)>  Numerical simulation input data
(Hindcasting data).

ton 으로 결정하 으며 상선석은 항만가동율이 가

장 낮을 것으로 상되는 북컨테이  작업부두 인근의 

선석으로 정하 다. 

항만가동율 산정시 부두 면에서 장기간 연속 측

한 고자료가 있다면 하역한계 고 기 에 의해 항만

가동율을 바로 산정할 수 있겠지만 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없으므로 수치실험   수리실험을 통해 

항만가동율을 산정한다. 수치실험   수리실험을 통해 

항만가동율을 산정하기 해서는 항입구 외측에 최소

한 1년 이상의 시간별 향ㆍ 고 측자료가 필요하

다. 일본의 경우에는 ‘NOWP HAS’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항만에서 용할 수 있는 장기간의 실측자료가 확

보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분의 항입구 

외측에서 1년 이상 측된 향ㆍ 고 측자료가 없

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수 년

간에 걸친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로 HYPA 모델

을 사용한 장기간의 연속자료가 축척되었다. 해양수산

부(2004)에 따르면 경도와 도 모두 1/12˚ 크기의 격자

망도에서 1979년 1월 1일 0시부터 2002년 12월 31일 23

시까지 매시간 고, 주기  향 자료가 생성되어 있

다.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장자료가 없는 경우에

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방향별 출 율 등을 구함으로써 

특정 항만에서의 가동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  자

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자료를 일반 으로 역추산

자료로 통칭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상항만인 부산신항의 경우 한

국해양연구원에서 부산항 신항 동방 제 남쪽으로 약 

400 m 지 에 Datawell 社의 WaveRider를 설치하여 

1999이후 측한 자료  결측이 3년간의 양질의 연속

된 랑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역추산 자료와 

연속 측자료를 각각 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수치모형은 SWAN(Simulation WAves Nearshore) 

모형을 사용하 다. SWAN 모형은 랑 수치 모델로서 

바람, 해 면  해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안역, 호수 

 하구에서의 랑을 계산할 수 있다. 기본방정식은 

동평형방정식(wave action balance equation)이며, 

사용되는 원천항(source term)에 따라 제1세 , 제2세

  제3세  모델 등으로 분류된다. 본 과업에서는 제

3세  모델을 사용하 다. 한편, 수치실험에 사용한 수

심도와 역추산자료 격자 의 치(E073125), 장 측 

치(정  DW)  가동율 상선석 치(정  W) 등을 

Fig. 1에 제시하 다.

측자료를 사용한 수치실험시에는 30 m 정방격자

를 사용하여 단일격자 체계로 수행하 으며, 역추산자

료를 사용한 수치실험시에는 80 m 정방격자와 30 m 정

방격자를 사용한 역  상세역 체계로 SWAN 모형의 

nest code를 사용하 다.

4.1 국내기준에 의한 항만 가동율 산정
우선 항입구 외측의 장 측자료와 역추산자료의 

방향-주기 구간별 출 율을 구하고 항의 지역 인 특상

을 고려하여 수치실험을 한 입사  조건을 결정하

다. 장 측자료와 역추산 자료에 의한 출 율에 의한 

입사  조건을 Table 4에 제시하 다.

수치실험을 통해 상 부두 면의 고비를 계산하

고 하역한계 고(0.5 m)를 각 구간별 평균 고비로 나

어 하역한계를 유발하는 작업한계 심해 고를 계산

하 다. 실험결과  일부를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

다. 하역한계 심해 고와 매시간 고, 주기  향 자

료를 이용하여 각 향  주기 구간별로 하역한계 심



<Fig. 2> Computed wave height ratio contours for 13 sec 
period wave of S direction(Field data).

<Fig. 3> Computed wave height ratio contours for 13 sec 
period wave of S direction(Fine area, hindcasting data).

Sum* Downtime ratio Operation ratio(%) Remark

450 450/25,527** 98.2 Field data
1,472 1,472/219,244*** 99.3 Hindcasing data

<Table 5>  Berth operation ratio(Korea Standard).

Sum* Downtime ratio Operation ratio(%) Remark

615 615/25,527** 97.6 Field data
2,903 2,903/219,244*** 98.7 Hindcasing data

<Table 6>  Berth operation ratio(Japan Standard).

해 고를 과하는 의 수를 계산하여 각 구간별로 하

역한계 심해 고를 과하는 의 수를 합하고 이를 

체 자료수로 나 어 하역불능 백분율을 구하 다. 마지

막으로 하역불능 백분율로부터 항만가동율을 산정하

다. 장 측자료와 역추산 자료에 의한 항만가동율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 다.

 *    :  exceed-wave number of wave height limit
 **   : Total data number of Field wave data
 *** : Total data number of Hindcasting wave data

4.2 일본기준에 의한 항만 가동율 산정
Table 4에 제시된 입사조건에 의해서 계산된 상 부

두 면의 고비와 Table 2에 제시된 입사 향별 주기

별 하역한계 고 기 을 가지고 작업한계 심해 고를 

계산하 다. 그 이후의 방법은 와 동일하게 수행하

다. 일본 기 에 의한 장 측자료와 역추산 자료에 

의한 항만가동율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 다.

 *    :  exceed-wave number of wave height limit
 **   : Total data number of Field wave data
 *** : Total data number of Hindcasting wave data

4.3 결과 검토
항만가동율 검토 결과 국내기 을 용하 을 경우 

측자료를 사용하 을 때 99.4%, 역추산자료를 사용

하 을 때 99.3%로 나타났으나 일본 기 을 용하

을 경우에는 각각 97.6%와 98.7%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 으로 주기 10  이상의 가 입사할 

경우 하역한계 고를 낮게 기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

로 단된다.

5. 결론

항만정온도 검토시 이상시 항내정온도 검토는 그 기

이 명확하지 않고 항내 설계  검토와 그 내용이 

복되는 것으로 단된다. 천해설  산정시 경제성을 고

려한 부두의 반 인 안정성을 같이 고려하여 체하

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항만가동율 

검토의 경우는 PIANC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하

역한계 고 기 이 무 단순하여 실제로 주기가 긴 

울이 내습시 가동율이 기 치 보다 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 국내기 에 의하면 가동율이 안정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

라에서도 앞으로 하역한계 고기 에 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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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취약도함수의 

항만시설물  크 인에 한 지진취약도 분석

Seismic Fragility Analysis for Harbor Crane

김익 1, 공 식2, 선창호3

Kim, Ick Hyun1, Gong, Young Sik2 and Sun, Chang Ho3

1. 서론

지진 취약도해석은 구조물의 확률  지진손상 평가

방법의 하나로서, 다양한 크기의 지진하 에 한 구조

물의 손상확률을 정량 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내진

해석  설계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지진취약도곡선은 80년  원 구조물  발 장비

에 한 확률론  지진 안정성 분석을 하여 개발되었

고 최근에는 토목구조물에도 용되어 내진성능을 합

리 으로 평가하기 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지진취약도 곡선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최 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

를 기 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최 지반가속도(PGV, 

Peak Ground Velocity) 는 의사스펙트럼속도(Pseudo 

Spectral Velocity)등을 기 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항만크 인의 취약도곡선을 산정하기 해서는 지

진 시 항만크 인의 피해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

다. 일반 으로 항만크 인은 안벽 에 설치되어 화물

을 산 하거나 내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진 

시 항만크 인의 피해는 크게 지반운동에 의한 항만크

인의 피해와 항만크 인이 치한 안벽의 피해에 연

계되어 크 인에 발생하는 지진피해를 고려할 수 있다.

안벽과 크 인을 분리하여 개별 으로 지진취약도 

함수를 산정하고 두 시설물의 취약도함수의 크기를 고

려하여 종합 인 취약도함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 인의 취약도함수 

산정만을 고려하 다.

2. 시설물 취약도 해석방법

2.1 지진취약도 곡선 산정
구조물의 손상은 지반진동과 지반의 변형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지반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피해

를 취약도 함수에 의해 평가 하 다.

1) 손상취약도 함수

구조물의 손상취약도함수는 특정 지진강도에 해 

소정의 손상수 을 과할 확률을 함수로 표 한 것이

다. 구조물의 손상확률을 나타내기 해서는 지진강도

를 나타내는 지진강도지수가 필요하며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응답가속도(Spectral Acceleration, Sa)나 응답변

(Spectral Displacement, Sd)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Fig. 

1>은 구조물의 손상확률을 응답가속도에 해 나타낸 

개념도이다. <Fig. 1>과 같이 상 구조물의 경우 상정한 

지진에 해서 구조물의 응답가속도가 1g가 발생하 다

면,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확률은 경미(Slight), 

부분 손(Moderate), 반 (Extensive), 완 (Complete)

가 각각 100%, 99%, 73%, 50%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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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일직각방향 Case 1 - 수직방향

Case 2 - 일직각방향 Case 2 - 수직방향

Case 3 - 일직각방향 Case 3 - 수직방향

<Fig. 4> 입력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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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설계응답스펙트럼

<Fig. 2> 상크 인

2.2 지진취약도 함수
본 연구는 응답가속도를 사용하여 크 인의 손상확

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지진취약도는 통

상  수정규 분포함수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1)

여기서,

  가 인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손상확률

∙  Gaussian 정규 확률분포함수

  손상을 일으킨 지진의 지표면에서의

         앙값(median)

  확률변수로서 지표면에서 수평지진의 값

  괴를 일으킨 지진의 지표면에서 의

         Log( =   )에 한 표 편차

그리고 취약도곡선은 시설물의 피해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 다. 8%정도의 손은 경미(Slight)한 

손상에 해당하며 40%정도의 손은 일부(Moderate)손

상에 해당한다. 80%정도의 손은 상당(Extensive)한 

손상에 해당하며 100% 손은 완 (Complete)한 손상

이라 한다.

3. 크레인의 지진취약도

3.1 대상크레인
본 연구는 부산항에 설치된 50톤 크 인을 상으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모델은 <Fig. 2>와 같

이 설계단계에서 사용된 모델을 그 로 사용하 으며  

부재는 탄성보 요소로 모델링하 다. 

크 인 구조는 일축 방향(y방향)으로는 롤러로 지

지되므로  지진 시 지진하 이 일의 축방향으로는 작

용하지 않고 일의 직각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이에 본 해석에서는 크 인

의 지지조건을 고려하여 입력지진 는 일의 직각방

향(x방향)과 수직방향(z방향)으로만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3.2 크레인구조물의 지진응답해석 
<Fig. 3>은 항만  어항설계기 (99)에서 제시된 응

답스펙트럼으로 지진계수는 Ca = 0.22, Cv = 0.37이다.

<Fig. 4>는 <Fig. 3>과 같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

합되는 지진 를 생성하여 수평방향운동과 수직방향 

운동을 한 세트로 하는 입력지반운동 3세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 때 수평방향운동(x방향)과 수직방향운동(z

방향)은 서로 상 성이 크지 않은 지진 로 구성하

다. 수직방향운동의 최 지반가속도는 수평방향운동 

최 지반가속도의 2/3가 되도록 조정하 다. 지진해석

은 지반가속도를 0.1g~2.0g까지 0.1g만큼 증가시켜가



Mode Period
Mass Ratio

일직각방향 일방향

1 1.380089 1.561E-12 0.504469

2 1.162051 0.854152 0.504470

3 1.151065 0.854153 0.755727

4 0.786192 0.942475 0.755727

5 0.600575 0.942475 0.786412

6 0.457949 0.942475 0.797799

7 0.354893 0.942475 0.797808

8 0.313073 0.945764 0.797808

9 0.311162 0.945764 0.797980

10 0.246924 0.945764 0.806995

<1차 진동모드> <2차 진동모드>

<Fig. 5> 진동모드

입력
운동

반력(Tonf)

1지 2지 3지 4지

Case 1 148.23 146.34 184.38 187.81

Case 2 152.30 146.98 182.29 184.81

Case 3 147.11 144.16 182.95 184.64

<Fig. 6> 크 인 지 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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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se 1의 크 인 상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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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se 2의 크 인 상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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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se 3의 크 인 상단의 변

면서 수행하 다.

3.3 크레인구조물의 해석결과
1) 진동모드

모드해석에 의한 각 진동모드에 한 진동주기는

<Table. 1>과 같다.  일직각방향으로의 진동주기는 약 

1.16  이다. <Fig. 5>는 1, 2차 진동모드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진동모드별 진동주기

2)시간이력해석

크 인의 지 부 치는 <Fig. 6>과 같고 설계지진(최

지반가속도=0.154g)에 한 각 지 부의 반력크기는 

<Table. 2>와 같다.  <Fig. 4>의 Case1~Case3은 일직각

방향과 수직방향 지진 의 조합을 나타낸다. 3set에 한 

지진해석결과 지 반력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2> 지 부 반력

시간이력 해석결과 지 부에는 부반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에 한 험성은 매우 낮다.

크 인 상단에서의 변 를 나타내었으며 <Fig. 4>의 

Case2에서 응답변 는 약 20㎜수 으로 가장 크게 나

타났다.



<Fig. 10> 부재항복에 한 취약도 곡선
(Near Collapse)

<Fig. 11> 부재항복에 한 취약도곡선(Collapse)

3.4 손상의 정의(Damage Criteria)
크 인의 지진피해에 의한 손상수 은 괴모드, 응

답변 , 부재변형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크 인의 괴모드는 크 인 바퀴의 탈선이나 구조

물의 도, 부재의 좌굴(항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탈선의 경우 탈선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취약도 분

석이 어려우며, 지진하 에 의해 부반력이 발생하게 되

면 도가 발생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해석에서는 

지진시의 부반력에 의한 도 취약도를 분석하 다.

크 인 부재의 좌굴하  평가는 향후 수행할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한다. 크 인을 지지하는 부재에 항복이 

발생하면 붕괴(Collapse)로 정의하고 항복강도의 80% 

수 에 이르면 붕괴 험(Near Collapse)로 정의하여 

취약도 분석을 수행하 다.

3.5 크레인의 취약도함수
1) 도 취약도

입력지반운동이 4.0g의 경우에도 지지부에는 부반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지진(지반가속도

=0.154g)에 한 도 험성은 극히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지진시 크 인의 피해특성을 고려할 때 운

반부의 국부손상이나 일의 탈선에 의한 도 험성

은 상 으로 클 것으로 단되나 국부손상  탈선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부재의 항복

시간이력해석 결과로부터 식(1)을 사용하여 부재의 

항복에 한 취약도곡선을 산정하 다.

<Fig. 10>과<fig. 11>은 Collapse와 Near Collapse에 

한 취약도곡선이다. Collapse의 경우 식(1)과 같은 취

약도 함수에서 =1.01, =0.20이며 Near Collapse의 

경우에는 =0.61, =0.21이다. 취약도 분석결과 지반

가속도가 약 1.0g의 지반운동에 의해 크 인은 부재의 

항복에 의해 도달할 확률이 50%가 되므로 설계지진에 

한 붕괴확률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즉, 설계지진 

시 항복강도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부산항에 설치된 50톤 크 인을 상으로 

입력지반운동이 4.0g의 경우에도 부반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지진(지반가속도 0.154g)에 한 

도 험성은 극히 작다. 

부재의 항복에 해 취약도 분석을 하면 지반가속도

1.0g의 지반운동에 의해 크 인의 부재가 항복에 의해 

붕괴될 확률이 50%가 되므로 설계지진에 한 붕괴확률

은 매우 작다.

항만크 인의 피해는 크게 지반운동에 의한 항만크

인의 피해와 항만크 인이 치한 안벽의 피해에 연계되

어 크 인에 발생하는 지진피해를 고려할 수 있다. 안벽과 

크 인을 분리하여 개별 으로 지진취약도함수를 산정하

고 두 시설물의 취약도 함수의 크기를 고려하여 종합 인 

취약도 함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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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ardware Block Diagram

<Fig. 1>  항만크 인 운행시 Power Spectrum

항만크 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Developing the Monitoring System of Gantry Crane

김은성1, 박은천2, 강형구3

 Eunsung Kim1, Eunchurn Park2 and Philip Kang3

1. 항만크레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항만크 인은 표 인 해양구조물로서 지진발생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물이다. 국내에서도 태

풍에 의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지진에 한 피해 측 

뿐 아니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크 인의 동  특성을 

주기 으로 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만크 인에 

해 상시 모니터링하기 한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

계하 다. 시스템을 통해 평상시 크 인 구조물의 동  

특성을 제공하여 지진, 태풍 발생시 크 인의 거동을 

미리 측할 수 있다. 

Fig 1은 인천항 석탄부두에서 측정한 크 인 운 시

의 주 수응답특성을 보여 다. 시스템 설계시 경제성

을 고려하여 MEMS 타입의 가속도 센서를 선정하 으

며, 센서 특성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4CH 데이터

로거를 개발하 다.

2. 시스템 개발

2.1 데이터로거 개발
항만크 인의 지진응답가속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

진발생시 시설물의 손(손상) 여부를 악할 수 있는 

USN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다양한 종류의 가속도센

서의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기존 1채  데이터를 

개선하여 4채  데이터로거를 개발하 다.

변경된 4채  데이터로거는 기본 모듈에 비해 무

선통신을 한 통신부(Bluetooth, Ethernet), 칩셋

을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한 CPU부,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한 ADC(24bit)부, 시각동기화를 한 RTC부, 

센서의 DATA를 장하기 한 외부메모리부 그

리고 원공 부 등으로 성능개선  추가 개발

하 다.

장비가 설치되는 항만크 인의 특성상 데이터로거

에는 원공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제품으로 설계하 다. 력을 효율 으

로 사용하기 해 LDO Regulator를 채용하 고, 센서

로부터의 향을 최소로 하기 해 Ultra-low-noise 

1 한국유지 리(주) / 차장 / ekim@kmc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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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원회로 효율  Ripple 시뮬 이션

<Fig. 4>  AMD-01 noise excitation loopback model

output를 용하 다.

항목 사  양
채  수 4ch

센서 원 센서 원 9~24V 지원

Input range ±10V

Resolution 24bit

통신거리 200m 이상(~1km)

Resolution 24bit

Sampling 10Hz~10KHz

CPU ARM Cortex M3 32bit 80MHz

장장치 Micro SD Card

통신 USN, Bluetooth, Ethernet

<Table 1>  4Ch ANYLOGGER Specification

2.2 센서 선정 및 테스트
주어진 성능을 만족하면서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도

록 MEMS센서를 용하 다.  ANYLOGGER-4CH에 

연결하여 센서의 응답성능을 비교하 다. 테스트는 

Quanser의 건물 모델과 Quanser의 AMD-013에 센서

를 부착하여 백색잡음 가진을 수행하 다. AMD-01의 

모터가진은 Fig 4와 같이 MATLAB Simulink Realtime 

Window Traget과 Quanser Target을 통하여 가진하

고 peak 가속도가 상센서의 응답범 인 2g를 넘지않

도록 gain을 설정하 으며 약 260 동안 가진  계측

을 수행하 다  

건물 모델을 이용하여 자유진동시 계측을 수행하 다.  

시간에 따른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5> Time history result in free vibration range

센서의 specification상 SNR성능은 Datasheet 상 약 

–55.62dB로 계산되었다. 실험실 테스트를 해  

ANYLOGGER-4CH를 사용하여 검증해보았다.

ANYLOGGER-4CH은 ꠚ5V로 24bit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센서에서 나오는 출력값은 2.5V의 VAGND를 기

으로 최  +5V와 0V으로 응답값이 나온다. 센서를 

Quanser 건물모델에 부착하여 인력가진과 진동을 발

생시키지 않았을때 ANYLOGGER-4CH DAQ로 계측

한 결과 Fig 6과 같이 구조물의 진동이 없는 역에서 

약 -55dB의 성능의 워스펙트럼 도의 결과가 나왔



<Fig. 6>  Signal-to-noise ratio result

다. 워스펙트럼 도는 VRMS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dB로 환산한 결과이다. 

3. 맺음말 및 추후계획

실험을 통하여 센서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데이

터로거 ANYLOGGER-4CH의 성능을 악하 으며, 

장 용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1채  보드

를 4채 로 교체하고, 원부 성능을 개선하 다. 추후 

인천항과 부산항에 있는 항만크 인에 용하여 지진

발생시 손상을 추정하고, 평상시 동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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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해양퇴적물 내 인 용출에 미치는 향
김상현, 천효창(대구대학교), 남세용(한경대학교)

해역(오염) 유형별 최적 정화공법 선정 방안
김경련, 김석현, 홍기훈(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김경련(한국해양연구원)

육상과 연안의 오염물질의 분포 및 이동특성
최진 , 최기 , 하규 , 김경련, 김석현, 양동범, 홍기훈(한국해양연구원)

환경위해 저감 확인을 통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효율평가
이일호, 김병모, 최태섭(네오엔비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모니터링 장비 설계
유윤섭, 김상훈, 유동상, 김용태(한경대학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종합토론

좌장 : 윤홍주(부경대학교)

상 정보에서의 해안쓰레기 추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
장선웅, 이성규, 오승열, 윤홍주, 정용현(부경대학교), 성기택(동명대학교)

측정가능한 해양쓰레기 정책 목표 제안
장용창, 송병주(경남대학교), 홍선욱, 이종명((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대응 전략 개발
이종명, 홍선욱, 장용창((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좌장 : 이문옥(전남대학교)

광양만 및 진주만의 계절별 수온 및 염분 변화
이문옥, 김창현, 김병국(전남대학교)

새만금 주변해역의 동수역학적 변동 특성
박 진, 송현구(농어촌연구원), 김용관, 홍도웅, 김종규(전남대학교)

금강하구언 건설로 인한 금강하구의 기능변화
정용훈, 송수진, 양재삼(군산대학교)

선박 운항 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포괄적 환경 향평가의 적용
이희수, 박종천, 정세민(부산대학교), 조용진(동의대학교)

좌장 : 김경태(한국해양연구원)

시화호 수질특성과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변화 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김은수, 조성록, 강성현, 김성근(한국해양연구원)

한강 하구 및 경기만 표층수의 중금속 분포
김경태, 김종근, 나공태, 강성현, 이정무, 김은수, 조성록(한국해양연구원)

시화호 환경 내 수은의 생지구화학적 거동 및 특성 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김은수, 조성록, 이정무(한국해양연구원)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수질변화 추이 - 양염류와 중금속 중심
으로-

박관석, 채홍기, 오정우, 임병만, 강진성, 여 화(해양경찰연구소)

좌장 : 최혁진(한국해양연구원)

국내 해양구난 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방안
최혁진, 김홍태(한국해양연구원), 남택근(목포해양대학교), 
전상엽(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유정석((주)한국해양기술)

피예선의 예인선에 의한 추력 및 모멘텀에 관한 연구
남택근, 정창현(목포해양대학교), 최혁진(한국해양연구원)

미 해군 Towing Manual에 의한 사고선박 예인력 계산에 대한 고찰
김은찬, 최혁진(한국해양연구원)

선박의 손상범위 추정방법에 관한 고찰
김지훈, 전태병, 최혁진(한국해양연구원)

제1발표장[3층 320A호], 15:10~16:40   
A7 : 구조구난

제1발표장[3층 320A호], 13:30~15:00   
A6 : 해양환경오염

제1발표장[3층 320A호], 10:10~11:40   
A5 : 해양환경

제1발표장[3층 320A호], 09:00~10:00
A4 : 해양오염

구두발표 : 6월 1일(금)

제1발표장[3층 320A호], 14:40-16:10
A3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III  

제1발표장[3층 320A호], 13:00-14:30
A2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II 

제1발표장[3층 320A호], 10:30-12:00 
A1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I 

구두발표 : 5월 31일(목)



좌장 : 송무석(홍익대학교)

100kW급 및 500kW급 HAT임펠러 설계 연구
도인록, 김문찬, 이원준, 권중일(부산대학교), 이신형, 박세완(서울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100kW급 조류발전용 수직축터빈의 3차원효과에 대한 연구
이정기,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이대형(조류발전원천기술연구센터), 
김문찬(부산대학교), 송무석(홍익대학교), 이신형(서울대학교)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의 지지구조물 간섭 효과와 유입류 조건을 고려한
성능해석

박세완, 박선호, 이신형(서울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조류발전용 수직축 터빈 통합설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활용
이대형(조류발전원천기술연구센터), 이정기,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김문찬(부산대학교), 이신형(서울대학교)

좌장 : 양창조(목포해양대학교) 

부남군도에서의 조류발전단지 설계에 관한 연구
양창조, 황안둥(목포해양대학교), 문채주(목포대학교), 
이 호(한국해양대학교)

WindPRO를 이용한 부남군도 적용 해상풍력기의 방사소음 예측에 관한
연구

정문선, 문채주, 김 중(목포대학교), 양창조(목포해양대학교)

API X60이 적용된 조류발전기 파일타워의 구조해석
조철희, 노유호, 이강희, 김도엽(인하대학교)

2차원 단순 유동모델을 이용한 수직축 조류터빈 성능 고찰
송무석(홍익대학교), 김문찬(부산대학교), 이신형(서울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좌장 : 김현주(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동법 담수화시스템 성능 특성
이승원, 이호생, 김현주, 문덕수(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탄산염의 제조
이승원, 정현지, 김 석, 문덕수, 김현주(한국해양연구원)

기름-물 혼합물에 대한 빛의 파장 대역별 흡수 상 분석
오상우, 이문진(한국해양연구원)

MGIS를 이용한 섬진강 하구역의 Web GUI Application 연구
박상우, 김종규(전남대학교)

좌장: 유정석(㈜한국해양기술) 

파력발전 장치 계통연계를 위한 해저케이블 보호설비에 대한 연구
황석범, 안승환, 박경원, 도정훈, 유황진(㈜한국해양기술)

친환경 해저케이블 보호용 덕트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
안승환, 허회권, 박경원, 황석범, 심원일(㈜한국해양기술)

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대한 위험도 저감
방안 분석

유원우, 박민선(서울대학교), 홍사 (한국해양연구원), 양 순, 
김성희(서울대학교)

좌장: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CO2 수송·주입 공정의 Shut-in, Blow-down 거동에 관한 동적 시뮬
레이션

허 철, 정정열, 조맹익,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지중저장시 단층을 통한 누출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강관구, 허철,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국외 CO2저장 기술가이드라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활용방안
연구

장은경, 허철, 강성길, 노현정(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정책로드맵 및 제도개선 방향
윤성순, 박수진, 육근형, 안용성(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해양공간 관리체계 분석-법제도를 중심으로
최지연, 최희정, 정지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 해양공간계획(MSP) 분석 및 활용방안
정지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계획(MSP)의 현황 및 발전방향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백령도 물범 보호에 따른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분석
신철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 장원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극조약체제에서의 주요 이슈에 관한 고찰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항만 시설 향 평가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진출방안
박광서, 안요한, 김민수, 이정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용방향

남정호,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발표장[3층 320B호], 15:10~16:40 
B7 : 해양정책 II 

제2발표장[3층 320B호], 13:30~15:00
B6 : 해양정책 I

제2발표장[3층 320B호], 10:10~11:40 
B5 : 기후변화대응

제2발표장[3층 320B호], 09:00~10:00 
B4 : 해양환경공학 II   

구두발표 : 6월 1일(금)

제2발표장[3층 320B호] 14:40~16:10
B3 : 해양환경공학 I

제2발표장[3층 320B호] 13:00~14:30
B2 : 조류발전기술 II  

제2발표장[3층 320B호], 10:30~12:00 
B1 : 조류발전기술 I  

구두발표 : 5월 31일(목)



P01 미세조류를 이용한 해양 중금속 생흡착 제거공정 개발
윤세 , 최승필, 심상준(고려대학교)

P02 연안지자체 대상 적응인증프로그램 지침개발 및 시범인증
송종석, 김동화(해양환경관리공단), 이민 (리차드컨설팅)

P03 신항만 해역의 저질 환경 장기 변동
박정현(부경대학교), 김종원(부산항만공사), 윤한삼(부경대학교)

P04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이대인, 김 태, 문주훈, 배진호, 유준, 엄기혁, 전경암, 

김귀 (국립수산과학원)

P05 GUI를 이용한 간편 조류모델링시스템의 개발
정태성(한남대학교), 김성곤(이엔지소프트), 

김효섭(국민대학교)

P06 우리나라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신철오, 윤진숙(한국해양수산개발원)

P07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검조소의 장기간 해수면 변화 분석
윤종주, 김상익, 전기천(한국해양연구원)

P08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수송 및 선박수송 경제성 평가
정정열, 허철,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서 균,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P09 CO2 pipeline에서의 감압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조맹익, 허철, 정정열,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P10 간척사업이 지역 어촌 주민의 삶에 미치는 향
정병곤, 김종대, 장호 , 류동기(군산대학교)

P11 CO2 모니터링 기법 분석을 통한 국내 해양지중저장 실증 사업
에의 활용방안 검토
김지은, 허철,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민동주, 강민지(서울대학교)

P12 Plasma와 MPUV를 이용한 선박평형수관리장치의 배출수에 대한
해양생태독성 및 생태위해성에 관한 연구
손명백, 손민호(해양생태기술연구소), 이지현, 이성욱(한국화학융합시
험연구원), 이재도(삼건세기), 문창호(부경대학교), 김 수(한국조선
해양기자재연구원)

포스터 발표[3층 320A호/320B호로비 ]
6월 1일(금) 11:40~12:00



산업 폐기물인 Red mud의 속 흡착 제거 특성 
신우석, 강 구(한경 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센터), 박성직, 엄병환, 김 기(한경 학교)

Removal characteristic of heavy metal of Red mud, as industrial waste

W.S.Shin, k. Kang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S.J.Park, B.H.Um, 

Y.K.Kim(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니(red mud)는 보크사이트 물로부터 알루미늄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부산물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니(red mud)의 성화된 수용액상의 혼합 속 (Pb
2+, Cu2+, Zn2+, Cr6+, As3+, Cd2+, Ni2+) 제거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니의 조성 성분은 XRF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속의 농도는 ICP-MS를 이용하

여 측정하 다. 실험결과, 흡착평형은 약 6시간 후에 도달하 다. 한, 속의 기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흡착용량은 증가했지만 흡착효율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속 흡착용량은 속 기농도 증가에 

따라 2∼25 mg/g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니는 Cr을 제외한 6가지 속에 있어서 lime stone, zeolite, 

oystershell 보다 높은 흡착용량을 나타냈다. 런들리히 흡착등온선으로부터 K와 1/n 값을 계산한 결과, k

와 1/n 값은 속 종류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ABSTRACT 

Red mud is generated as a by-product during the beneficiation process of Al(OH)3/Al2O3 from bauxite 

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moval characteristic of mixed heavy metals (Pb2+, 

Cu
2+, Zn2+, Cr6+, As3+, Cd2+, Ni2+) in the neutral solution by adsorption on red mud. The component of 

red mud was analyzed by XRF, and the concentration of metal ions was measured by ICP-M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shown that the adsorption equilibrium was attained after 6 hours. 

Moreover, the adsorption capacity of each metal ions was increased with the higher initial concentration 

of metal ions, but the removal percentages of metal ions were similar. The adsorption capacity of metal 

ions on red mud  was 2∼25 mg/g. The red mud, except for Cr6+ showed the high adsorption capacity 

in 6 kinds of heavy metals than lime stone, zeolite and oystershell. Freundlich equation was used to fit 

the acquired experimental data. As the results, the k and 1/n values of freundlich constant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heavy metal. 

            

 Keywords : Red mud( 니), Mixed heavy metals(혼합 속), Adsorption capacity(흡착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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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이용한 변형 압 에 의한 오염물 거동해석
이장근, 강재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umerical Investigation for Contaminant Transport induced by 

Large Strain Consolidation

J.Lee, J.M.Kang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요  약

지 까지 오염물질의 이동은 이류-분산에 기 를 두고 이동방정식을 이용한 수

학  는 수치 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지반 환경 분야에서는 포화토의 체

변화와 동시에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압 에 의한 오염물 이동

을 해석하기 해 CST2모델이 개발되었다. CST2는 piece-wise linear기법을 이

용하여 자 을 고려한 변형 압 , 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자확산계수  수

리동역학  분산계수의 변화, 비선형 흡/탈착 상, 2차원  오염물질의 거동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이다.

ABSTRACT

Classical solutions for contaminant transport through a porous media are 

derived for rigid materials in which no deformation occurs during the 

transport process and advection is steady. There are cases, however, in 

which consolidation causes volume change during solute transport. A new 

approach for the simulation of coupled nonlinear large strain consolidation and 

solute transport is based on the piecewise-linear method and is coded in the 

numerical model CST2 (Consolidation and Solute Transport 2). CST2 can 

accommodate one-dimensional consolidation and two-dimensional contaminant 

transport including variation of 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during 

consolidation and nonlinear nonequilibrium sorption. 

Keywords : Consolidation(압 ), Contaminant(오염물질), 

Transport(이동), Model(모델)

1. 서  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해 세계 으로 환경문제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제거가 

큰 이슈가 되었다.  오염물질의 효율  처리  제거를 해 오염물질이 집 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선별은 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 까지 오염물질의 이동은 이류-분산(advection-dispersion)에 기 를 

두고 이동방정식(transport equation)을 이용한 수학 (analytical) 는 수치 (numerical)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동방정식은 포화토 내에서 간극수 유입과 유출이 동일하여 포화토의 체 변화가 없으므로 포화토의 간극

비(void ratio)와 투수계수(hydraulic conductivity)가 불변한다는 제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시간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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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해석하 다.  하지만 지반 환경 분야에서는 포화토의 체 변화와 동시에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Peter and Smith[2002], Fox[2007], Lewis et al.[2009]). 

  를 들어, 그림1은 하  는 해 에 오염된 퇴 물로부터 오염물질의 용출 감을 한 장피복공법

(in-situ capping)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장피복공법은 오염된 퇴 물을 모래로 피복하여 오염

물질을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지 까지의 오염물 거동은 분자확산(diffusion)으로만 해석되었다. 하지만, 오염

물질은 피복에 사용된 모래의 자 과 오염된 퇴 물의 높은 기 함수율(water content)로 인해 변형 압  

(large strain consolidation)과 병행하여 이동 속도가 변한다. 따라서 기존의 이동방정식을 바탕으로 한 분자

확산만으로는 정확한 오염물의 거동 해석이 불가하고, 변형 압 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이동을 해석할 필요

가 있다. 

  압 에 의한 오염물 이류-분산은 하  작용시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excess pore pressure)으로 인한 동

수구배(hydraulic gradient)로 시간에 따른 간극수 흐름(transient flow)이 발생하는 것이 기존의 오염물 이류

-분산과 가장 큰 차이 이다. 소변형 압 (small strain consolidation)의 경우 시간에 따른 간극수 흐름으로 

인한 포화토의 체 변화를 무시할 수 있지만, 변형 압 의 경우 시간에 따른 간극수 흐름은 포화토의 체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간극비와 투수계수가 변한다(Gibson et al.[1967]). 변형 압 에 의한 오염물 거

동해석의 필요성은 1990년  반부터 수행된 실내실험에서도 밝 졌다(Potter et al.[1994]&[1997], 

Moo-Young et al.[2003]). 원심재하장치(geotechnical centrifuge)를 이용한 실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압

이 오염물질의 이동을 가속시킨다는 사실이 밝 졌다. 하지만, 실내 실험 측정치는 소변형 압 에 의한 오

염물 이류-분산을 바탕으로 한 수치해석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1. 장피복공법 사례

2. 변형 압 이 이동방정식에 미치는 향

  

  오염물질의 움직임은 일반 으로 이류(advection)와 수리동역학  분산(hydrodynamic dispersion)에 기 를 

두고 있다.  이류는 오염물질이 간극수의 공극유속(seepage velocity)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공극유속이란 Darcy법칙에 따른 동수구배(hydraulic gradient)에 의한 간극수 흐름에 간극률(porosity)

을 고려한 평균 유속이다. 수리동역학  분산은 간극수가 국지 으로 다른 유속으로 흘러 발생하는 역학  

분산(mechanical dispersion)과 농도구배에 의한 분자확산(diffu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이동방정식에



서 이류와 수리동역학  분산을 고려한 해석에는 반드시 공극유속과 수리동역학  분산계수(hydrodynamic 

dispersion coefficient)가 필요하고 시간에 계없이 그 값들은 일정하다고 본다.  

  공극유속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들(동수구배, 투수계수, 그리고 간극비)은 압 이 진행됨에 따라 증감한

다. 그림2a와 2b는 변형 압 로 인해 간극비와 유효응력(effective stress) 그리고 간극비와 투수계수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압 이 진행됨에 따라 간극비가 감소하고 유효응력은 증가하며 투수계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공극유속도 압  과정에는 증감하고 압  완료시에는 0이 되므로 기존의 이동방정식에 사용된 공극

유속이 시간에 계없이 일정하다는 가정에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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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압  과정에 측정한 a) 간극비와 유효응력, b) 간극비와 투수계수 (Lee[2008])

  수리동역학  분산의 경우에도 첫 번째 항목인 역학  분산은 공극유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극유속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면 수리동역학  분산계수가 시간에 계없이 일정하다는 가정에 배된다. 역학  

분산과 더불어 수리동역학  분산의 구성요소인 분자확산에서도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극률이 감소할

수록(간극비가 감소할수록) 분자확산계수(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도 감소한다. 따라서 압  과정에서는 

공극유속과 분자확산의 증감으로 인해 수리동역학  분산도 증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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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투수계수와 분자확산계수의 계 (Lee et al.[2009])

  압  완료시에는 간극비가 일정하고 공극유속은 0이므로 기존의 오염물 이류-분산을 바탕으로 한 이동방

정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이동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압  진행 에는 이동방정식을 이용한 해석과 

실제 오염물 거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   

3. 실내 실험을 이용한 변형 압 에 의한 오염물 거동 연구

  변형 압 에 의한 오염물 이동을 연구하기 해 사용된 압  시험기를 그림4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kaolinite로 물리  특성은 표1에 열거되어 있다. 오염물질은 potassium(K+)과 bromide(Br-)를 

사용하 고 실험에 필요한 공시체는 두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K+ 와 Br-를 용해시킨 증류수로 혼합한 

카올리나이트(kaolinite) 하부층과 증류수만으로 혼합한 카올리나이트 상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수조건은 

공시체 상부면에 다공질 (porous disk)을 두고 완 한 배수층을 형성하 고, 하부면은 비배수이다. 따라서 

압 이 진행됨에 따라 간극수는 공시체 상부로 용출되고 용출수는 peristaltic pump를 이용하여 채취한 후 

K+ 와 Br-의 농도를 측정하 다.



그림4. 변형 압 에 의한 오염물 거동 연구를 한 압  시험기 (Lee[2007])

표1. 카올리나이트(Kolinite)의 물리  특성과 공시체 기 조건

카올리나이트 공시체

Gs LL PI USCS

상부층 하부층

두께

(mm)
기간극비

두께

(mm)
기간극비

2.61 47.6 21.8 CL 56.9 2.56 15.3 2.46

  그림5a와 5b는 실험에서 측정된 하 침하곡선(settlement curve)과 용출수농도곡선(breakthrough curve)을 

보여주고 있다. 압 은 2단계(3.1kPa, 73.1kPa)에 걸쳐 진행되었고 38%의 공시체 체 변화가 발생하 다.  

Br-는 카올리나이트와 흡착작용(adsorption)이 일어나지 않지만, K+의 경우 상부층의 오염되지 않은 카올리

나이트와 흡착작용으로 인해 용출수농도는 0에 근사하다. 따라서 압 의 오염물질 이동에 미치는 향은 하

침하곡선과 Br- 용출수농도곡선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 이 진행됨에 따라 

(침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Br- 용출수농도가 증가한다. 시간에 따른 Br- 용출수농도증가분도 압  기에 가

장 높고 압  과정에서 서서히 감소한다. 이러한 상은 공극유속의 변화를 반 한다. 압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공극유속의 변화는 기에 가장 빠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한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압

이 오염물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0

5

10

15

20

25

30 0

20

40

60

80

0 1 2 3 4 5 6

Measurement
CST2

Se
tt

le
m

en
t, 

S 
(m

m
)

V
ertical Stress, σ

v  (kPa)

Time, t (d)

Stress

(a)

0

100

200

300

400

500

600

0 1 2 3 4 5 6

Measured

CST2

E
ff

lu
en

t C
on

ce
nt

ra
tio

n,
 c

e (
m

g/
L

)

Time, t (d)

Br-

K+

(a)

(a)

(b)

그림5. 변형 압 에 의한 K+ 와 Br-의 거동; a) 하 침하곡선, b) 용출수농도곡선 (Lee[2007])

  압 에 의한 오염물 이동을 해석하기 해 CST2(Conslidation Solute Transport 2)모델이 개발되었다 

(Fox and Lee[2008]). CST2는 piece-wise linear기법을 이용하여 자 을 고려한 변형 압 , 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자확산계수  수리동역학  분산계수의 변화, 비선형 흡/탈착 상, 2차원  오염물질의 거동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이다. 그림 5a와 5b에는 CST2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압  과정에서 측정된 침하량과 용출수농도는 수치해석 결과와 근사하다.

4. 결  론

  오염된 포화토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이동은 이류와 분산에 기 를 두고 있다. 이류는 오염 물질이 

공극유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며 분산은 수리동역학  분산에 의한 오염물질의 이동을 말한다.  

기존의 오염물 이류-분산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동방정식을 보면 공극유속과 수리동역학  분산계수를 시간



에 계없이 일정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 높은 함수율의 오염된 포화토에 하 이 작용하면 변형 압 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이 이동하고 압  에는 공극유속과 수리동역학  분산계수는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공

극유속과 수리동역학  분산계수의 압  과정에서의 변화는 실험 으로도 증명되었다. 한 압 은 오염물질

의 이동을 가속시킨다는 사실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변형 압 에 의한 오염물질 이동은 이와 같은 공

극유속과 수리동역학  분산계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변형 압 에 의한 공극유속과 수리동

역학  분산계수의 변화를 포함하여 개발된 CST2모델은 실험  결과와 유사한 오염물 거동을 해석하 다.  

따라서 앞으로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압 에 의한 오염물 거동해석에서 CST2모델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Fox, P. J., 2007, "Coupled large strain consolidation and solute transport II: Model verification and 

simulation results." J. of Geot. and Geoenvir. Eng., Vol.133, No.1, 16-29.

[2] Fox, P. J., and Lee, J., 2008, “Model for consolidation-induced solute transport with nonlinear and 

nonequilibrium sorption.” Int. J. of  Geomech., Vol.8, No.3, 188-198.

[3] Gibson, R. E., England, G. L., and Hussey, M. J. L., 1967, "The theory of one-dimensional 

consolidation of saturated clays, I. Finite non-linear consolidation of thin homogeneous layers," 

Geotechnique, Vol.17, No.3, 261-273.

[4] Lee, J., 2007,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consolidation-induced solute transport. Ph.D. 

thesis, Dept. of Civil and Envir. Eng. and Geod. Sci,, Ohio State Univ., Ohio.

[5] Lee, J., 2008 "Numerical study of contaminant transport coupled with large strain consolidation." 한국

농공학회논문집, Vol.50, No.2, 45-52.

[6] Lee, J., Fox, P. J., and Lenhart, J. J., 2009 "Investigation of consolidation-induced solute transport I: 

Effect of consolidation on transport parameters." J. Geotech. and Geoenvir. Eng., Vol.135, No.9,  

1228-1238.

[7] Lewis, T. W., Pivonka, P., Fityus, S. G., and Smith, D. W,. 2009, "Parametric sensitivity analysis of 

coupled mechanical consolidation and contaminant through clay barriers." Comp. and Geotech., Vol.36, 

31-40.

[8] Moo-Young, H., Myers, T., Tarby, B., Ledbetter, R., Vanadit-Ellis, W., and Kim, T. -H., 2003,  

"Centrifuge simulation of the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of capped marine sediments beds," Eng. Geol., 

Vol.70, 249-258.

[9] Peters, G. P. and Smith, D. W., 2002, "Solute transport through a deforming porous medium," Int. J. 

for Num. and Anal. Meth. in Geomech., Vol.26, No.7, 683-717. 

[10] Potter, L. J., Savvidou, C., and Gibson, R. E., 1994, "Consolidation and pollutant transport associated 

with slurried mineral waste disposal," Proc. 1st Int. Con. on Envir. Geotech., Edmonton, Alberta, Canada, 

525-530.

[11] Potter, L. J., Loroy, J. J. C., Soga, K., Savvidou, C. and Gibson, R. E., 1997, "Mineral waste disposal 

- Numerical and centrifuge modeling," Proc. 14th Int. Con. on Soil Mech. and Foun. Eng., Hamburg, 

Germany, 1847-1852.



해양오염토 물 장피복의 지반공학  설계 고려사항  
 조성은 (한경 학교) 

Geotechnical Design Considerations for In-situ Capping of Marine 

Contaminated Sediments

S.E.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장피복은 해양오염퇴 물을 하게 차단하고 처리과정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이를 해 수리학 , 화학 , 지반공학  원리를 합리 으로 용하여야 한다. 장피복공법에 있

어서 부분의 오염퇴 물은 세립질의 실트 는 토이며 높은 함수비와 낮은 단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피복의 성능을 확보하기 한 지반공학  고려사항은 매우 요하다. 만약 오염퇴 물이 설된 후 다른 처

리 지역에 해양투기 되는 경우라면 설 후 퇴 물에 더욱 많은 물이 혼합되어 더욱 낮은 단강도를 가지

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연약한 오염퇴 물에 장피복 공법을 

용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지반의 단강도, 피복의 안정성  장기 인 압 침하 등의 지반공학  문

제에 하여 고찰한다. 

ABSTRACT

The successful design of an underwater cap requires the proper application of hydraulic, chemical,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principles. In-situ contaminated sediments to be capped will usually be 

predominately fine grained, and may have high water contents and low shear strengths. Such materials 

are generally compressible, and may be easily displaced or resuspended during placement of capping 

materials unless appropriate controls are implemented. The cap stability against displacement or sliding 

and settlement due to consolidation are two main geotechnical issues.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geotechnical design considerations of in-situ capping. 

Keywords : Contaminated sediments(오염퇴 물), In-situ capping( 장피복), Geotechnical Engineering(지

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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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제원과 유속에 따른 흐름특성의 고찰
홍 성 구(한경 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김  기(한경 학교 화학공학과)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Hydraulic Characteristics around Silt Curtain

S. G. Hong, Y. K. Kim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오탁방지막은 해양 뿐만 아니라 내륙의 하천이나 호소에서 수  공사 등으로 인한 토사나 부유물질의 확산

을 최소화하기 해 설치하는 차단막이다. 부체와 차단막으로 구성되는 오탁방지막은 다양한 환경에서 부유

토사의 확산 방지를 해 설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제원이나 설계 조건 등이 정립되지 못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탁방지막의 제원과 유속조건에 따른 흐름을 해석하여 부유 토사 등의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효과 인 오탁방지막의 설계와 부유토사의 차단 효과를 구명하기 한 기

연구로서 추후 지형이나 조류속 등의 조건에 맞는 최 의 오탁 방지막의 제원을 도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 30cm, 수심 40cm의 개수로 내에 상용 오탁방지막의 원단을 설치하여 유속 조건에 따른 

흐름을 조사하 다. 원단의 크기를 달리하여 오탁방지막의 제원에 따른 흐름특성을 고찰하 다.

ABSTRACT

Silt curtains or silt fences are constructed for minimizing pollution of sediment dispersion. In spite of 

wide use of the silt curtains, there are few studies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m with respect 

to their dimension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Currently the market of silt curtains does not provide 

the various dimension of them due to the limit of information regarding its effectiveness on reducing 

sediment pollution. In this study, a series of experiment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ydraulic 

characteristics around the silt curtains under the different flow conditions. The information to be obtained 

will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to design appropriate dimension of silt curtains in various water 

environment such as velocity and water depths. For this study, an open channel with 30cm of width and 

40cm of depth was used for fabric used for producing commercial silt curtains.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기능성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오염퇴 물 정화기술
박 석, 김형석, 박헌우, 정용수(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Restoration of Contaminated Coastal Sediments using Reactive Byproducts 

from Iron & Steel Making Process

K.-S.Park, H.-S.Kim, H.W.Park, Y.S.Jeong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요 약

기능성 철강부산물  하나인 로제강슬래그를 이용한 복토정화법을 통해 폐쇄성 내만역의 조  청조

의 원인이 되는 인산염과 황화수소의 퇴 물 용출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러한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연안

역의 생산성을 증 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제강슬래그의 기능  특성을 활용하여 오

염된 설토의 혼합 개량을 통한 장처리 방법의 용이 가능하다. 본 발표에서는 이를 한 장 엔지

니어링 방안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 인 측면에서 기존의 피복용 재료들에 비해 피복 두께 는 

복토량 감소에 따른 재료비  시설비 감이 가능하다. 한, 생산 공정을 통해 용 환경에 합한 입

도 선별이 가능하므로 품질 리가 용이하고 안정  공 이 가능한 재료이다. 아울러 오염퇴 물 상부에 

새로운 서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후 해양생태계 복원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가능하다.

ABSTRACT

The release of phosphate and sulfide, which would promote red and blue tides, from the contaminated 

coastal sediments to surrounding seawater was found to be largely suppressed using steelmaking slag 

as the reactive capping material. It was also shown that the GBFS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could be utilized for strength improvement during in-situ treatment and confined disposal of dredged 

contaminated sediment mixed with steelmaking slag. Those kinds of reactive byproducts from iron & 

steel making process are estimated to be economical in view of costs for material and equipment and 

also stably available within the country. In-situ treatment methods like reactive capping and confined 

disposal are also to be designed and engineered in a way to create new benthic ecosystem and 

enhance coastal conductivity.

Keywords: Steelmaking Slag (제강슬래그), GBFS (고로슬래그 미분말), Contaminated Sediment (오염퇴

물), Reactive Capping Material (기능성피복재), in-situ Treatment( 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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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질로부터의 오염물재용출을 감시키기 한 반응성피복제 연구
송 채, 임 진 (한국해양 학교 환경공학과), 우정희 (한국해양 학교 원 기자재연구센터)

Study on the reactive capping material for reduction of pollutants release from 

coastal sediment

Y.C.Song, H.J.L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J.H.Woo 

(Nuclear Power Equipment Research Center,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오염된 연안 질에 함유된 오염물질은 수계로 용출되어 연안해수의 수질에 악 향을 다. 특히, 질소와 

인의 재 용출은 주변 해수를 부 양화 시켜 조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오염된 연안 질로부터 오염물

질의 용출을 방지함으로서 연안해수의 수질을 리하는 경제 인 방법 의 한가지는 오염된 질의 표면

을 모래, 황토, 정화된 설토 등으로 피복함으로서 질과 해수의 을 물리 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특

히, 정화된 설토는 투수계수가 작아 질로부터 수계로의 오염물질 용출을 차단시킬 수 있는 좋은 차단

제 의 한가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 설토의 오염물질 흡착능을 향상시킨다면 설토는 질로부터 

오염물질의 용출 차단효과를 극 화 하는 우수한 반응성차단제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토의 표면을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비이온성 계면할성제를 이용하여 개질시키기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계면할성제 용액에 설토를 주입한 후 3시간 동안 물리  교반을 하 을 때 95 % 이상 

설토 입자에 흡착되어 표면이 개질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정인산에 하여 

표면 개질된 설토의 흡착능을 시험한 결과 표면개질하지 않은 설토에 비하여 각각 55 % 15 %, 33 % 

흡착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 다.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표면 개질한 설토는 연안 질로부터 부 양화 

련 오염물질의 재용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반응성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e contaminants such as nitrogen and phosphate in coastal sediment can released to sea water 

system and can make worse the water quality. One of the reasonable method preventing the pollutant 

release from sediment is the capping to make a kind of barrier between the sediment and sea water. 

The purified sediment with low permeability coefficient could be used as a good capping material if the 

adsorption capacity for pollutants is improved. Therefore, a surface modification study for the sediment 

was performed using 3 types of surfactants (cationic, anionic and non-ionic) to improve the adsorption 

capacity for pollutants. The surfactant was attached well by a mechanical mixing for 3 hours, and the 

surface charge of the sediment was modified. The adsorption of pollutants on the surface modified 

sediment was examined. The adsoprtion capacity of the sediment was improved 55% for ammonia 

nitrogen, 15% for nitrate nitrogen and 33% for phosphate through the surface modification. The surface 

modified sediment was a good capping material preventing pollutant release from coastal sediment.

Keywords : Reactive capping material(반응성 피복제), Surfactant(계면활성제), Coastal sediment(연안 

설토), Release(재 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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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해양퇴 물 내 인 용출에 미치는 향
김상 , 천효창 ( 구 학교), 남세용 (국립한경 학교)

Effect of pH on phosphorus release from Coastal Sediment

S.H.Kim, H.C.Cheon (Daegu University), S.Y.Nam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pH가 해양퇴 물 내 인 용출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연근해 해양의 부 양화는 일반

으로 인이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육상의 다양한   비  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된 인은 상당량이 입자

상 물질에 부착되어 퇴 물의 형태로 하부에 축 되었다가 물리화학   생물학  요인에 의해 해수로 재

유출 되므로, 부 양화 감 방안 실행을 해서는 pH를 비롯한 해양환경이 해수와 퇴 물 간의 인 거동에 

미치는 향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해수와 퇴 물을 채취한 서해 연안의 pH 변동 범

내에서는 pH가 증가할수록 퇴 물에서의 인 용출 속도와 용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

물 내 인 성분  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속과 착물을 이루고 있는 Nonapatite-P (NAI-P)의 용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H on phosphorus release from coastal sediment. 

Phosphorus is known as a major limiting factor in coastal eutrophication problem. Most riverwaterborne 

phosphorus deposits with suspended particulate matters as coastal sediment and is released to seawater 

by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As the sediment acts as sink and source of phosphorus, 

understanding of the processes of phosphorus exchange across the sediment-water interface is essential 

in mitigating the eutrophication problem. Increase of pH raised the rate and the ultimate amount of 

phosphorus release from the sediments to water phase. Desorption of nonapatitie-P (NAI-P) would 

resulted in the increased phosphorus release at the elevated pH levels.

Keywords: phosphorus release (인 용출), pH (pH), coastal sediment (해양퇴 물)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해역(오염)유형별 최  정화공법 선정 방안
김경련, 김석 , 홍기훈

(한국해양연구원 특정해역보 리연구센터)

 Decision Analysis of Remediation Technologies for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Kyoung Rean Kim, Suk Hyun Kim,  Gi Hoo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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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오염퇴 물 정화사업에서 다양한 정화기술 에서 정화

사업 상 해역 특성과 오염 유형에 합한 정화기술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기  검토하 다. 우리나라에서 정화사업이 필요한 해역은 부분 이용목 이 복

합 이며, 항만 내부의 해역이며, 오염도의 차이가 많은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용 정화기술  세척, 입자분리  고화처리가 정화사업 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화기술을 정화사업 장에서 용하기 해서는 상 해역 특

성과 오염도를 평가하여 정화공법을 선정하고, 수거할 경우 최종처리에 응할 

수 있는 간처리 공법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를 지속 으로 연구, 개

발하여 보 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Keywords :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오염퇴 물), 

Remediation technologies (정화기술), decision analysis(의사결정)

1. 서 론 

   1988년 마산만 오염해역 설사업에 기인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퇴 물 정화사업은 2012년 재 8개 해

역에서 완료되었고, 1개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 까지 수거된 퇴 물에 하여 

해양배출기 의 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거후 부분 해양배출로 처리됨에 따라, 퇴 물에 함유된 오염

물질을 감시키기 한 처리기술의 용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해양배출처리기 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을 시행하기 해서는 수거 정 해양오염퇴 물의 처리( 간, 최종, 재활용 포함) 방안의 사  확보가 시

히 요구되고 있다(김[2010]). 최근 정화사업에서는 입자분리, 세척 정화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9]). 국내·외 육상 토양오염 정화에는 입자분리(Particle separation), 세척(Soil washing), 추출

(Extraction), 생물학 처리(Bioremeadiation), 화학 처리(Chemical treatment), 고형·안정화

(Solidification/stabilization), 열처리(Thermal deposition/incineration) 등 7가지 정화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환경부[2007]; Dermont[2008]). 선진 외국에서는 해양오염퇴 물의 오염도 감을 하여 오염물질들의 제

거 기작(Mechanism)이 유사한 상기 7가지 토양오염 정화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Catherine[2001]), 처

리한 산물은 재활용을 포함하여 육상, 연안, 해상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처리하고 있다(US 

EPA[1993]). 그러나 재 국내에서는 해양오염퇴 물 정화사업에서 다양한 처리기술들이 용된 사례가 드

물며, 오염토양 정화기술은 미세입자(<75um)에 함유된 속 제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다(국

토해양부[2009]; 이성재[2003]).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해양오염퇴 물 정화사업에서 다양한 정화기술 에서 

정화사업 상 해역 특성과 오염 유형에 합한 정화기술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실

제 정화사업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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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국내 유사 사례 검토

   오염토양 정화기술 평가시 환경부는 기술의 분류, 특성,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과 장   단 을 비교하

여 평가한다. 기술평가 시 각 단계별 유효성 평가 차는 기술의 기/세부 용성을 평가한 다음 설계평가, 

운   모니터링 계획 평가로 구성된다. 기술평가 결과를 기 로 실제 정화사업에 상용할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은 4단계이며, 1단계는 매체별 용기술 그룹을 선정하고, 2단계는 오염물질별 용기술 그룹을 선정하

며, 3단계는 기술 특성별 용기술 그룹을 선정한 다음 4단계에서 최  기술을 선정한다(환경부[2007]).

2.2 선진 정화기술 선정 사례 검토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오염물질 정화기술 평가방안

   정화기술 평가 시 사용하는 정화기술 선택 행렬(The Remediation Technologies Screening Matrix: RTSM)

은 정화사업을 한 기술을 선택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친숙한 도구이며, 토양과 지표수 정화에 필요한 64개 

기술( 장처리, 장외 처리)을 포함한다. 기술 선정 시 사용되는 변수는 오염원, 기술 개발상태, 총 비용, 정

화 소요 시간을 포함한다.

   기술평가 시, 정화기술에 하여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 결과를 행렬로 구성하여, 각 사업의 특성(오염원, 

비용 등)에 가장 부합되는 기술을 선정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한다.

   정화기술 선택 행렬에서 고려해야할 요소(Factor)는 다음과 같다.

    - 기술의 종류 (Tehnology Profile Number)

    - 기술의 개발 상태(Development Status)

    - 단독 용 여부(Typical Treatment Train)

    - 부산물(Residuals Produced)

    - 운 비, 기자본(O&M or Capital Intensive)

    - 용성 (Availability)

    - 오염물질(Contaminants Treated)

    - 시스템 신뢰성 / 유지 리성 (System Reliability/Maintainability)

    - 처리시간(Clean Time)

    - 총 소요경비(Overall Cost)

Table 1. Various factors of screening matrix(EPA[1993])

요소 / 정의
나쁨 보통 좋음 기타

용성

기술 설계, 시공, 유지보수 가능 업체수
2개미만 2~4개 4개이상 -

오염물질

다음 8종

(S)VOCs(할로겐, 비할로겐), 연료, 무기물, 방

사성물질, 폭발물

효과없음

(P, F)

제한  효과있음

(P, F)

효과있음

(P, F)

오염물질에 따라 

다름

시스템 신뢰성

다른 효과 인 기술에 한 기 되는 신뢰성

과 유지성능

신뢰성 낮고,

유지성능 높음

신뢰성 보통,

유지성능 보통

신뢰성 높고,

유지성능 낮음
-

정화시간

20,000톤 정화시 소요 시간

3년이상

( 장처리)
1~3년 1년미만

오염물질에 따라 

다름

1년이상

( 장외처리)
0.5~1년 0.5년미만

오염물질에 따라 

다름

총비용

설계, 제조, 운 , 유지보수 등 정화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300/톤 이상
$100~

300/톤

$100/톤

미만

오염물질에 따라 

다름

미국 육군 공병  기술연구센터의 환경 설 기술지침(USACE[2008])

   정화기술 선정을 해서는 사 에 상 해역 조건과 퇴 물 특성에 한 평가가 필수 이다. 먼  기존 



조사결과를 기 로 상 해역 수심, 해 지형, 해황 등 조건과 퇴 물의 입도, 오염도 등 특성을 평가하고, 

추가조사 등 기존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한 방안을 강구한다.

   상 해역에 한 세부 조건은는 오염원, 조사정 , 수계로의 근, 해역의 이용목 , 주변 인 라, 운송/

처리 부지, 수심, 해 지형, 수력학, 기반암/경질 퇴 층, 해안선 안정도, 잡물의 존재, 계 인 설 제약

과 생물 서식 고려, 겨울철 결빙 조건, 주  수질  기질이다.

   환경 설에 사용되는 공법의 선정은 우선 설장비 형식에 따라 수력식(펌 식), 기계식, 혼합식으로 구분

되며, 장비의 선정은 정화사업에서 설계, 안 선정  가능성 평가 단계에서 매우 요하다.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때 고려가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수거율, 함니율, 수직/수평 수거 정 도, 최

소/최  수거 심도, 퇴 물 재부유 제어, 오염물질 유출 제어, 잔류 퇴 물 제어  정화 수 , 이송( 이  

라인, 바지선), 치 제어, 조종성, 이동성/ 근성, 유효성, 잡물, 기반암, 경사면, 다양한 조건에 한 응 

능력, 잔류물 제거 등이다.

일본의 항만에 있어서 다이옥신류 책 기술지침(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2008])

   해양오염퇴 물에 의한 사람의 건강 는 생물독성을 감하기 한 책은 해 면에서 오염된 퇴 물을 

물리 으로 제거하는 설·굴착(Dredging/Excavation), 오염물질을 주변 환경과 차단시키는 청정물질에 의한 

피복(Capping), 오염퇴 물을 장에서 처리하는 장 고화처리(In-situ solidification)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한

편, 피복과 장 고화처리는 오염물질의 용출 방지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하여 장기간의 모

니터링이 필요하다.

Figure 1 Decision analysis flow of remediation technologies for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이러한 책의 선정에 있어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책을 상으로 험(Risk) 감효과, 시공의 난이도, 시

공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확산 등 2차 오염의 험, 비용 등을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기존 구조물에 한 

향, 해역 이용에의 향 등을 고려하여, 해역 특성에 응한 최  책을 선정하며, 단계  책의 검토도 실

시한다.

   설·굴착 제거의 경우, 오염된 퇴 물의 제거 범 (면 , 두께)는 환경 기 값을 과하는 오염된 퇴 물

의 분포 범 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제거한 퇴 물의 최종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종 

처리량을 가능한 한 감축할 수 있는 공법  제거 범 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피복의 경우 피복층의 두께  피복물질은 용출 억제효과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피복층 두께의 결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충분한 퇴 물의 부상  용출 억제 효과를 장기 으로 지속이 가능

    - 서생물의 피복층내로의 침투깊이 이상

    - 상 해역 해황의 향에도 효과가 장기간 유지

    - 상 해역 퇴 토의 강도특성에 합

    - 선박의 정박장소에서는 앵커에 의한 퇴 물의 교란을 방지



Table 2. Consideration factors for selection of dredging/excavation

요인 내용

시공능력 해당 공사의 시공토량에 한 용성

범용성 재 존재하는 선박, 기계에 의한 공사의 용성

상용토질 제거하는 퇴 물에 한 상용성, 부유 퇴 물의 유무

퇴 심도 제거 퇴 물의 퇴 심도, 층두께에 한 용성

퇴 형상 제거 상 퇴 물이 존재하는 장소의 평면형상

고, 유속 제거 퇴  해역의 고, 조류

장애물 장애물, 쓰 기 등의 혼입에 한 상용성

선박통항 장애 항행 선박에의 장애 유무, 정도

최종 처리장 규모, 거리 배수 처리의 필요 유무, 최종 처리장의 규모, 거리

시공 장소 제약 설선, 기계의 규모, 이동성에 의한 용성

탁도, 분진 제거시의 탁도, 분진 발생량의 많고, 음

소음, 진동, 악취 제거시의 소음, 진동, 악취의 유무, 많고, 음

   피복의 경우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하여, 수질과 피복층의 오염도 변화  피복층 로 오염된 퇴

물의 재 퇴  상황과 피복층의 두께변화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다른 책을 실시

하거나, 유지 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 고화처리는 장기 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고화 품질  소요 고화 층 두께의 확보가 요하며, 

고화재, 교반혼합의 차이에 따라 장고화와 공기  고화로 분류된다.

   오탁방지 책은 공사로 인한 오탁확산을 방지하고 공사  감시 에서 감시기 을 만족하는 공법을 선

정하는 것이 요하다, 이 경우 공사에 의한 부유물질 발생량을 측해서, 오탁확산계수 등에 의한 그 범

를 구하고, 기본 감시 에서 오탁농도가 감시기 치를 과할 경우 오탁방지  는 오탁방지막에 의한 오탁 

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설·굴착할 경우 퇴 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어하기 하여 간처리가 필요하며, 최종처리를 효

과 이고 경제 으로 실시하기 하여 최종처리에 합한 수 으로 오염도를 감시키는 것이 요하다. 

간처리의 목 은 1) 최종처리 상 오염퇴 물 양의 감량화(분 , 탈수처리), 2) 용출부상억제, 안정화(고화·안

정화처리), 3) 주변/작업 환경의 험 감(고화·안정화처리)

3 .  결과  토 의

   2004년 이후 앙정부에서 실시한 25개 해역 퇴 물의 오염도 조사결과(해양수산부[2007]); 국토해양부

[2010])를 1) 오염도, 주요 오염물질, 2) 퇴 물 물성(입도, 조성 등), 3) 해역 특성( 치, 수심, 이용목  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염되지 아니한 6개 해역을 제외하면, 유해화학물질정화지수 평가 결과 비교  

오염도가 높은 7개 해역, 오염도가 간정도인 9개 해역, 비교  오염도가 낮은 4개 해역이 존재한다. 정화사

업이 필요할 정도로 오염된 퇴 물이 존재하는 해역은 부분 연안지역의 항만 구역에 포함되는 해역으로써, 

이용 목 이 화물 유통, 수산물 가공, 주거,  등 복합 이며, 일부 해역은 해수 순환이 어려운 패쇄성 해

역이며, 일부 해역은 수로 구역 등 특이한 지형 인 구조를 가진 해역이 있다. 한편 수심은 평균 10 ∼ 15m 

정도로 국내 상용 작업선의 수거 심도 이내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오염 해역은 선박의 통항에 필요한 최소

한의 수심이 유지되어야하는 항만 내의 구역이 부분으로써 실제 해양오염퇴 물 정화사업 추진 시 일부 

해역에서는 피복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수거 정 해양오염퇴 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간 처리는 최종 처리방안에 합한 수 으로 처리하면 

되며, 재 상용화된 정화기술  세척과 입자분리 기술이 정화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

토해양부[2009]). 한 재 정화사업에서 수거 해양오염퇴 물을 한 처리 후 연안에 매립하여 최종 처리

되는 실을 고려하면 다양한 정화기술  이 두가지 기술을 우선 으로 정화사업 장에 용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종 처리할 상 물량을 감축하고 처리산물의 재활용을 진하기 해서는 가

능성이 입증된 고화처리 후 규모 부지 조성시 지반 구성용 재료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 다양한 정화기술을 정화사업 장에서 용하기 해서는 선진 사례처럼 상 해역 특성과 오염

도를 평가하여 수거, 피복, 장처리 등을 선정하고, 수거할 경우 최종처리에 응할 수 있는 간처리 공법

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를 지속 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 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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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재 환경 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역  인근 주거지역이 

발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인근 육상 환경과 해당해역 퇴 물의 속  유기주석 

화합물의 오염분포를 연구하 다. 연안 퇴 물의 오염의 주 공 지역이 육상이었

으며 일부 원소들은 유입경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퇴 물, 도로

분진과 우수  슬러지에 함유된 주요 속 함량의 90% 이상이 인 인 오염

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을 통한 정화 사업이 실시된 정 의 연안

퇴 물은 설 에 비하여 설 1년 후에는 인  향의 속이 히 낮

아졌으나 설 2년 후에는 다시 인  유입에 의한 속이 상당량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의 속의 농축계수와 TBT 농도간의 상 계 분석

결과 몇몇 속의 농축계수 끼리, TBT 농도는 Cu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p < 0.05). 연구결과 지속 이고 효과 인 정화복원을 해서는 육상기원 오염

물질의 유입 차단  유해물질들 간의 상 계와 분포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Heavy metal( 속), TBT(유기주석 화합물), 

Environmental dredging(환경 설)

1. 서 론 

   연안 환경의 오염은 육상으로 부터의 유해물질의 유입과 한 연 이 있다. 연안환경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은 강이나 하천, 기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고(Batley [1987]; Haynes and Johnson [2000]; Clark [2001])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며, 이러한 오염물질에는 속(heavy metal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Ps), 유기주석 화합물(organotins, OTs) 등이 있다. 

   모든 미량 속은 자연 으로 지각 내에 존재하는 물질로 일정농도 이하에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일부 미량 속은 생물에 필수 인 양소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 인 으로 고농도의 속들이 농축되

어 사용되고 환경으로 유입되면서 결과 으로 연안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국내 외 연안 

 산업시설과 항만시설 부근에서 심각한 속 오염이 보고되고 있다(Shim et al. [2000]; Choi et al. 

[2011]).

   유기주석 화합물(TBT 는 TPhT)은 강력한 생물독성을 가져 선박의 하부나 수 구조물의 생물부착을 

방지하기 한 방오도료(antifouling paint)로 리 사용되었다. 유기주석 화합물은 수 생물체의 면역독성, 임포

섹스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많은 국가에서 1980년  이후부터는 25m 길이 이하의 선박

에는 사용을 지하고 있다(Kannan et al. [1998]; Shim et al. [2005]).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의 여러 연안의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퇴 물  생물에서에서 고농도의 TBT가 검출되고 있다(Kannan et al. [1995]; Tong et al. [1996]; Shim et 

al. [1998]; Hong et al.[2002]; Sudaryanto et al.[2002]).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이러한 유해물질이 다

량으로 연안으로 유입되면서 오염된 연안 퇴 물은 서 생물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먹이연

쇄와 생물축 을 통해 생태뿐만 아니라 결과 으로 인간의 건강에 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Dassenakis et al. [2003]; Chistophoridis et al.  [2009]).  

   해 면의 퇴 물을 내는 작업을 설이라 하며, 설작업의 종류  환경 설(environmental dredging) 

혹은 청소 설(clean-up dredging)은 이러한 연안의 오염물질을 인 으로 정화 복원 하기 해서 주로 사용

되는 기술이다(홍 과 류 [2011]; 김 등 [2011]). 환경 설은 오염퇴 물의 정화복원에 가장 효과 으로 평가되

는 정화복원 방법 의 한가지로 국내에서는 1988년 마산만 오염해역 설 사업을 시작으로 국의 여러 오

염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다(김 등 [2011]). 환경 설에는 수년의 시간과 막 한 재원이 소요되므로(US EPA 

[1998]) 정화 후 지속 인 리를 하여 상 연안의 오염경로 추   상 연안과 인근 육상의 오염물질

의 분포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 환경 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역  인근에 매립주거지역이 발달하여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인근 육상의 속 오염 황과 해당해역 퇴 물의 속  유기주석 화합물의 오염분포  오

염물질의 이동특성을 악하고 오염 황에 한 효과 인 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실험방법

2.1 시료채취

   연구지역은 재 환경 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해역  인근 육상지역이다. 이 곳 해역은 인근의 매립지 

에 조성된 육상 환경으로부터 오·하수의 유입이 있으며, 공유수면에 인 한 도로시설로 인한 오염 그리고 

소규모의 선박의 정박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온 지역이다(Fig. 1). 본 연구

에서는 인근 육상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분포를 악하기 하여 도로  주거시설 지역 11곳

을 조사 정 으로 하여 도로분진(RD 1∼ 9)  하수 슬러지 시료(GS 1∼2)를 채취하 으며, 연안 퇴 물의 

오염분포를 악하기 하여 인근 연안 해역  외곽 해역의 6곳을 조사 정 으로 정하여 퇴 물시료를 채

취하 다. 그리고 환경 설의에 향에 의한 연안퇴 물 오염  정화 황을 조사하기 하여 설구역 내 2

개의 정 (DMS 1∼2)을 정하여 설 (2008년), 설 후(2010, 2011년)의 3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 다.

  

Fig.1 Study area and sampling stations.



 육상 환경  형 도로 주택가 등에서 채취 된 도로분진시료와 인근 우수 로의 최종 종착지로 추정되는 

우수 에서의 슬러지 시료, 그리고 연안에서 그랩 퇴 물 채취기(grab sampler)를 사용하여 채취 된 연안퇴

물 시료는 모두 크린지퍼백(LDPE)에 담아 한 후 실험실로 이동하 다. 분석항목은 Al, Cr, Ni, Cu, 

Zn, As, Cd, Pb, Hg 등의 속 원소  TBT, DBT, MBT의 유기주석 화합물을 분석하 다.

2.2 시료분석

속

   Hg을 제외한 속 분석은 시료를 냉동건조 후 곱게 갈아 105℃ 오 에서 하룻밤 동안 건조시킨 후에 

고압용 테 론 용기에 시료와  HNO3,  HClO4를 넣고 가열  에 180℃에 4시간 방치 한 후, HF를 첨가하

여 가열  에서 완 히 용해될 때 까지 180℃로 유지하 다. 용해된 시료는 가열 에서 산을 날려 보낸 후

에 테 론 용기에 남아있는 잔사를 1% HNO3에 녹인 후 희석하여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Thermo X series)로 측정하 다.

   수은(Hg)은 건조 분쇄된 시료 약 20mg을 고압용 테 론 용기에 넣고 진한 HNO3과 HCl을 가한 후 뚜껑

을 닫고 가열  에서 120°C로 4시간 가열하 다. 이것을 냉각  정치하여 용액 일정량을 취하여 자동 수

은 증기 발생 장치에서 수은 이온을 SnCl2로 속 수은으로 환원하여  포집 장치에 포집한 후 원자형 분

기(Tekran 2500)로 측정하 다(Smith, 1993).

    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의 표

퇴 물 NIST-2702와 캐나다 국립연구소 (NRCC)의 표 퇴 물 MESS-3를 본 시료와 함께 동시 분석하 으

며 NIST-2702의 회수율은 91-107%사이, MESS-3의 회수율은 93-117% 다. 

유기주석화합물

   퇴 물  육상의 도로분진 시료를 동결 건조시킨 후 곱게 분쇄된 시료 약 5.00± 0.01 g을 취하여 50ml 

폴리 로필  원심분리 에 넣고 50%(v/v) 염산을 10ml 가하여 잘 섞은 후 30분간 방치하 다. 시료가 담긴 

원심분리 에 0.1% tropolone이 함유된 염화메칠 (methyl chloride, MC) 2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3시간 동안 추출한 후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을 취하여 농축한 후 n-hexne을 넣어 용매를 치환하 다. 여

기에 2M propyl magnesium bromide를 넣고 그리그나드 반응(grignard reaction)을 시킨 후 황산을 첨가하여 

반응하지 않은 propyl magnesium bromide을 분해시켰다.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LC-Florisil
Ⓡ 칼럼에 n-hexne과 같이 통과시키고 질소기체를 사용하여 농축하 다. 농축액을 610nm filter를 

사용하여 GC/FPD (Shimadzu GC-2010 Gas chromatograph with FPD-2010)로 분석하 다. 분석 자료의 신

뢰성 확보를 하여 캐나다 국립연구소 (NRC)의 표 퇴 물 비교시료인 PACS-2를 퇴 물 시료와 함께 분

석하 다. DBT와 TBT의 certified values는 각각 1047 ± 64, 890 ± 105 ng/g 이었으며 MBT, DBT, TBT의 

%RSD는 4.5∼5.8% 이었다.

3.  결과  토의

   연안 퇴 물 내의 속의 축 상태와 오염여부를 단하기 해서 속의 농축계수(enrichiment 

factor, EF)를 이용하 다. 연구지역에서의 농축계수는 식(1)로부터 계산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인간 활동에 의해 추가 으로 유입된 속의 농도를 구하기 하여 Al과 지각의 평균 속농도를 기 시

료의 농도로 사용하 다. 지각의 평균 원소성분의 농도는 Rudrik와 Gao [2003]가 제시한 지각성분표를 사용

하 다. 산출된 농축계수 값이 일반 으로 1.5이하이면 자연 인 발생원으로 인한 것이며, 1.5를 넘는 경우 

자연 상태를 넘는 것으로 단하며, 본 연구에서는 1.5를 넘는 경우를 인 인 오염이 있는 지역으로 단

하 다(Zhang and Liu [2002]).

EF = [Me]/[Al]sample / [Me]/[Al]background        (1)

[Me] :  concentrations of metal

[Al] :  concentrations of Al

   결과를 보면 MS 1∼6의 연안 퇴 물시료에서 검출된 속의 농축계수는 Cd > Pb > Zn > Cu > As 

> Hg > Cr > Ni  순으로 높았으며 Cd, Zn, Pb, Cu, As, Hg과 Cr이 인 인 오염의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1∼9에서 채취된 도로분진시료에서 검출된 속의 농축계수는 Cd > Zn > P > Cu > As 



> Cr > Ni > Hg 순으로 높았으며 Cd, Zn, Pb, Cu, As와 Cr이 인 인 오염의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GS 1∼2에서 채취 된 우수 의 슬러지 시료에 검출된 속의 농축계수는 Cd > Zn > Pb > Cu > As 

> Cr> Ni> Hg의 순이었으며 Cd, Zn, Pb, Cu, As, Ni과 Cr이 인 인 오염의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연구지역에서 인 인 유입성분  연안 퇴 물 보다 도로분진의 농축계수는 Cr, Cu, Zn과 As

가, 우수  슬러지의 농축계수는 Cr, Ni, Cu, Zn, As와 Cd의 농축계수 값이 더 높으므로 연안 퇴 물의 오염

의 공 지역이 육지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원소들의 유입경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는 도로

의 분진에서, Ni, Zn은 우수  슬러지에서 히 높은 값을 보 다. 이는 이들 속 원소가 육지의 비  

오염과 우수 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다. Hg의 유입은 육상지역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연안 퇴 물의 정화를 한 설이 실시된 구역인 DMS에서는 설 실시 1

년 후 인  오염 수치가 히 낮아 설의 정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실시 2년 후 결

과에서는 설실시 1년 후 결과에 비해 분석된 모든 원소가 1.9∼6.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 인 인 

오염으로 인한 속 유입이 상당량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축계수가 10이상인 경우에는 인 인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안퇴 물 농

축계수가 10 이상인 주요 속 4종의 인 인 속 과잉량(Antrophogenic metal)을 식 (2)을 통하여 계

산하 으며, 계산된 시료내의 자연 인 속과 인 인 유입에 의한 속의 평균함량을 Fig. 2에 요약하

다. 연안퇴 물(MS), 도로분진(RD)과 우수  슬러지(GS)에 함유된 주요 속의 함량  모두 90% 이상이 

인 인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을 통한 정화 사업이 실시된 DMS 정 의 연안퇴 물은 

설 인 2008년에 비하여 설 1년 후인 2010년에는 자연  향의 속 함량이 히 높아졌으나 설 

2년 후인 2011년에는 다시 인  유입에 의한 속 함량이 상당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염퇴

물을 제거하는 설 통한 연안환경의 정화복원은 해당 해양환경의 오염을 즉시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비

 오염원을 통한 육상기원 오염물질의 차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에 재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다. 그러므로 효과 인 해양환경개선을 해서는 설 등의 정화복원노력 이 에 하수 거 정비 

 육상기원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김 등 [2011]).

Anthropogenic Metal = [Me]Total - [M]Lithogenic     (2)

Lithogenic Metal = [Al]Sample x ([Me]/[Al])Lithogenic
Lithogenic = background value 

 

   본 연구에서 연안퇴 물  정  MS 1∼6에 함유된 유기주석 화합물의 농도는 TBT n.d∼65, DBT는 n.d.

∼173, MBT는 n.d.∼65 ng/g as Sn 다. 설이 행하여진 후 2010년에 정  DMS 1∼2 에서는 유기주석 

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주석 화합물은 정  MS 3, MS 4, MS 5에서 주로 검출되었으며 TBT의 농

도는 MS 5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 정 은 소규모의 선박활동이 잦은 지역으로 특히 정  MS 5에서는 선박

들에 한 수리 작업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로 인한 과거에 사용된 방오도료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다.  TBT는 재 국내사용이 지되어 있으나 사용 지 이 에 사용된 선박으로부터 유입이 가능하며, 이

에 사용되어 이미 해양퇴 물에 농축된 TBT역시 앞으로 해양환경에 지속 인 공 원으로 작용 할 수 있

다 (Shim et al. [2000]). 해수에서 TBT의 반감기는 수일에서 수주정도 이지만 퇴 물에서이 반감기는 수개

월에서 수년 이상이다(Fent [1996]; Jensen et al. [2004]). TBT가 잔류된 해양퇴 물은 주변의 생물에 지속

인 향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경의 뿌리로부터 다량의 양을 흡수하는 잘피 등은 TBT에 의해 치명

인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최 등 [2005]). 

   인 인 유입의 향을 받은 속들과 TBT와의 상 성을 보기 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

여 정  MS 1∼5에서 분석된 미량 속성분들의 농축계수와 TBT농도의 상 계를 분석하 으며 결과는 

Table 2과 같다. 특히 TBT는 Cu와 Pearson's coefficient 가 0.97로 큰 상 계를 보 다(p  < 0.05). 방오도

료에는 독성 효과를 높이기 하여 주로 TBT뿐 아니라 Cu를 포함한 생물에 유해한 착색제 등을 같이 사용

하기도 한다(Watermann et al. [2005]). 최 등[2005]의 잘피의 합성에 한 유해물질 독성효과 연구에 따르

면 TBT와 속들 에서는 TBT가 가장 강력한 독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식물과 동물에 

한 속의 상 인 독성은 Hg > Cd > Cu > Zn > Ni > Pb > Cr > Al > Co 라고 Kennish [1992]는 

보고한 바 있다. 속  유기주석 화합물등 유해 물질은 이용 목 과 화학  특성에 의해서 서로 상

계가 있는 분포특성을 보여주기도 하며, 동시에 존재할 때 생물에 끼지는 독성이 높아 질 수 있다. 

   연안 환경의 보호를 하여 오염을 개선을 한 정화복원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이고 효과 인 정화복원을 해서는 육상기원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존재하는 유해물질들의 분포 특성과 유해물질들 간의 상 계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elements MS (n=6) RD (n=9) GS (n=2)
RD/MS 

ratio

GS/MS 

ratio

DMS  

(before) 

(n=2)

DMS 

(after 1Y) 

(n=2)

DMS    

(after 2Y) 

(n=2)

Al (1.0) (1.0) (1.0) (1.0) (1.0) (1.0) (1.0) (1.0)

Cr 1.9 5.1 4.9 2.70 2.60 0.8 0.6 1.1

Ni 1.1 1.0 3.5 0.88 3.08 6.1 0.5 0.8

Cu 13.2 16 26 1.20 1.97 3.7 0.9 4.2

Zn 24.1 42 57 1.73 2.38 48.8 2.1 14.4

As 6.0 13 6.8 2.11 1.12 3.7 0.8 4.7

Cd 46.0 42 68 0.92 1.47 57.2 2.0 23.9

Pb 28.8 27 28 0.94 0.96 42.1 5.6 10.9

Hg 3.7 0.2 1.0 0.04 0.26 0.4 0.1 0.2

 Cr Ni Cu Zn As Cd Pb Hg TBT

Cr 1

Ni 0.58 1

Cu 0.90 0.21 1

Zn 0.50 0.88 0.24 1

As 0.70 0.52 0.65 0.65 1

Cd 0.22 0.74 -0.04 0.93 0.40 1

Pb 0.95 0.37 0.97 0.42 0.78 0.16 1

Hg 0.41 0.86 -0.01 0.54 0.13 0.43 0.11 1

TBT 0.91 -0.20 0.97 -0.35 0.43 -0.48 0.93 -0.07 1

Table 1 Enrichment factors of metals in marine sediment (MS, DMS), road dusts (RD) and gully sludges (GS) 
from the study area.

Fig. 2 Mean composition of the major heavy metals (Pb, Cu, Zn, Cu) in marine sediments (MS, DMS), road 
dusts (RD), gully sludges (GS).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he enrichment factor of trace metals and TBT concentrations 

in sediment from MS 1-5. Bold indicates significant correlation.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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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환경에서 퇴 물 오염의 원인물질은 생물학  분해 는 비생물학  환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 퇴

물의 환경 해성이 감소된다. 한 오염 원인물질의 이동 는 생물학  이용도(bioavailability)는 퇴 물 매

트릭스의 특성에 따라 흡착 는 기타의 과정을 통해 환경 해성이 감소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된 

해양퇴 물의 자연 인 환경 해의 감소 외에 정화기술이 용된 해역에서의 환경 해 감소를 측정하고, 이

를 통해 기술별, 특성별 정화효율평가를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오염된 해양퇴 물의 정화는 항로

설과는 달리 환경 설로서 환경 해 감을 목표로 하여 상 으로 고도화된 환경 리를 요구하는 것이 특

징이다. 환경 해 감의 확인을 통한 정화기술 효율평가는 오염 원인물질에 한 노출평가  생태 향평가

를 기 로 하여 해도를 산정하여 정량 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 해 감은 인간의 건강과 환

경에 한 해를 수용할 수 있는 수 까지 감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

된 퇴 물이 제거되었는가?’와는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요소의 특성을 반 한 평가가 요구되며, 평가의 

요한 지표로서 퇴 물의 안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이  효율평가는 사업특성별, 지역특성별, 오염퇴 물 

특성별,  정화공법 특성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별 효율평가의 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효율평

가에는 체계 인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이 필수 이며, 효율평가 특성별 모니터링 개념, 목 , 범 , 항목 등

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지속 인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활용한 사후 리가 요구된다.

ABSTRACT
Environmental risk of contaminated sediment in marine environment is naturally reduced by 

biodegradation or abiotic transformation. Environmental risk of contaminated sediment in marine 

environment is naturally reduced by biodegradation or abiotic transformation. In this study, beside of 

natural environmental risk reduction,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risk by remedial technology is 

measured on contaminated site with marine sediment, the system on evaluating effectiveness with 

engineered-specific, site-specific, sediment-specific, and project-specific would be made with those.

Keywords : Evaluating Effectiveness(효율평가), Environmental Risk Reduction(환경 해 감, 

Environmental Dredging(환경 설), Specific Evaluation(특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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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 물 정화 모니터링 장비 설계
유 윤 섭, 김상훈, 유동상, 김용태 (한경 학교)

 Design of A Remediation Monitoring Equipment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Yun Seop Yu, Sang-Hoon Kim, Dong Sang Yoo, and Yong Tae Kim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해양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해양오염퇴 물을 제거하는 등의 해양을 정화하기 한 노력들이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오염퇴 물의 상부에 쌓인 오염된 퇴 물을 분해하기 한 미생물들이 증가하

면서 용존산소가 격히 어들거나, 해양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해류의 흐름에 의해 가벼운 퇴 물 들이 움

직이면서 탁도를 증가시키거나, 속으로 오염된 해양오염퇴 물은 서생물의 먹이원이 되거나 물리․화

학  환경변화에 따라 수층으로 재용출  재부유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지속 으로 독성 향을 미칠 가

능성이 커지는 원인으로 어류의 생존에 악 향을 끼친다. 그에 따라서, 바지선(barge)에 그랩(Grab)을 설치하

여 오염된 퇴 물을 직  수거하거나 해양오염퇴 물을 흡입할 수 있는 퇴 물 흡입장치가 구비된 연안 해  

정화용 랜트 등이 제안되었고 해양오염퇴 물에 포함된 오염성분( 속, PCB 등의 유기오염물, 부 양물

질 등)의 원 치 정화 처리를 하여 토착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개량자연 감법(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MNA), 흡착제·산화제와 같은 화학물질  해양미생물과 같은 생물소재를 이용하는 반응성 피복

기술(reactive capping), 철강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하는 오염퇴 물 정화·복토기술, 물리·화학  처리장치를 

모듈화하여 해역  오염유형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하는 장처리기술 등이 사용되고 있다. 넓은 해양 지역

에 이러한 해양오염퇴 물 정화 처리 방법은 오염퇴 물을 직  수집하지 않아도 여러 지역에서의 오염퇴

물 황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해양오염퇴 물 모니터링 수단이 요청되고 있다. 

  본 요약문은 해양오염퇴 물을 원 치 정화처리한 후에 범 한 정화처리 역의 정화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장비의 설계  최 의 운 방법에 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모니터링 장비는 한 번의 침수에 정화

처리 역의 정화정도를 정확성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segment profile camera(SPC), 고정확성이 가능

한 소형 그랩수집기와 코어수집기, 모니터링시에 수  환경(수온, 유속, 용존산소, 도도, 탁도, 염분  포

화도 등) 센서들, 원부  무선통신부 등으로 구성된다. 한, 한 번의 침수에서 모든 정화처리 역의 

정  정화정도에 기반하여 선택된 특정 정화지역의 고정  정화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it has been performed to purify the marine by making efforts to remove the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that cause its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most purification methods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do not monitor directly a pollution-level of marine sediment on 

large-scaled marine sites, the monitoring method which determines accurately and simply the status of 

marine sediment pollution are being requested.

In this summary, the design and operation method for a remediation monitoring equipment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are introduced. This monitoring equipment consists of a sediment 

profile camera(SPC), a small-capacity of grab-sampler, a small-capacity of core-sampler, the sensors 

for underwater environments (such as temperature, currents, dissolved oxygen, conductivity, turbidity, 

salinity and a degree of saturation, et al.), the power supply, and the wireless-communication. In a 

single immersion to marine, the SPC is used for monitoring the purification-level of marine sediments 

with low precision at large-scaled sites, and the core and grap sampling are used for measuring their 

pollution-level with high-precision at one specific site.

Keywords : Contaminated Marine Sediment(해양 오염 퇴 물), Remediation(정화), Monitoring 

Equipment(모니터링 장비), 최  운  방법(Optimal Op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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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보에서의 해안쓰 기 추출을 한 소 트웨어 구

장선웅, 이성규, 오승열, 윤홍주*(부경 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정용 (부경 학교 생태공학과), 성기택(동명 학교 정보보호학과)

Software Implementation for Extracting Beach Litter 

from Image Information

Seon-Woong Jang, Seong-Kyu Lee, Seung-Yeol Oh, Hong-Joo Yoon*

(Department of 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ong-Hyun Chung(Department of Ecolog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i-Taek Seong(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Tongmyong University) 

요약

 해안쓰 기와 련된 국내 기존 연구들은 시각 으로 해안쓰 기가 많이 분포하는 임의의 구역에 한 모니

터링 결과를 토 로 체 해안에 한 발생량 추정하 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은 모니터링 구역의 표성 결여 

 오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태 악을 해서는 모니터링 상 공간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안쓰 기 모니터링의 시간․비용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상 공간을 확 하기 한 

방안으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촬 한 비디오 상으로부터 해안쓰 기를 추출하는 GUI 기반의 소 트웨

어를 구 하고자 하 다. 소 트웨어는 사용자가 비디오 상 는 탐지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직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다른 기능으로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상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이미지 처리의 방법으로 배경을 차감하는 기법과 탐지를 한 기법으로 구성하 다. 향후, 이 연구 방법을 용

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상 해변이나 모니터링이 어려운 해변의 발생량 추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보호 분야에 활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In the status of previous studies on domestic beach litters, the areas show that the biggest amounts of 

generation under visual observation are randomly selected, and the amount of beach litters has estimated 

by monitoring of the certain area. However, existing methods, there will be a significant source of error 

and a lack of a representative problem.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monitoring areas to 

grasp clear status of beach litters. Therefore, this present study was to implement a GUI(Graphical user 

interface)-based software for extracting beach litter from video image information used unmanned aerial 

vehicle. The software was composed so that users can directly select a video and image for the 

detection. As another feature that has been configured to perform image processing according to the 

user's convenience. A image processing method consists of background subtraction and detection 

methods for extracting beach litter on a image. In the future, monitoring with the proposed method was 

expected to assistance that estimated the amount of total beach litter and a greater application possibility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Keywords : Beach litter(해안쓰 기), Monitoring(모니터링), Extraction (추출), Graphical User Interface-based software(그래

픽유  인터페이스 기반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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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가능한 해양쓰레기 정책목표 제안

장 용 창, 송 병 주, (경남 학교) 홍 선 욱, 이 종 명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Suggestion of Measurable Policy Objectives on Marine Debris
Y.C. Jang, B.J. Song (Kyungnam University) J. Lee, S. Hong,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요 약

  2008년 수립된 "해양쓰 기 리 기본계획(2009~2013)"에서 해양쓰 기의 발생량을 2007년 연간 약159,800톤으로 

보고, 이것을 2013년에 약127,840톤으로, 20% 감소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양쓰 기의 

발생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되기 해서는 문제 정의를 통해 측정가능한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쓰 기 발

생량이 측정할 수 없음을 보이고, 해양쓰 기 발생량 신 정책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 을 제시하 다. 

즉, 해변, 해 , 부유 쓰 기의 양과 구성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매년 모니터링함으로써 변화의 경향을 악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

리 나라도 해양쓰 기 정책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장기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해양쓰 기 정책의 성공 여부

를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olicy objective on marine debris in Korea is to decrease the In-Flow (marine debris that enter the sea) 

to 127,840 ton in 2013, 20% decrease from 159,800ton in 2007, which is described in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Marine Debris (2009-2013)" made in 2008. But the problem is that, as the In-Flow of marine 

debris cannot be measured, it is impossible to assess whether the policy objective was achieved or not. For a 

government policy to be favorable, the problem and objective should be defined measurable. In this paper, it is 

shown that marine debris In-Flow is not measurable, and alternative method of assessing the policy on marine 

debris is suggested. That is to say, by monitoring the amount of marine debris on the seashore, on the sea 

surface, and on the seabed, the change of marine debris stock can be figured out. Such a was is recommen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the United Nations, and used by European Committee. So, Korea needs to 

change its policy objective on marine debris. By long-term monitoring of marine debris, we can assess whether 

the policy objective is achieved.

Keywords : marine debris(해양쓰 기), flow(발생량), policy design (정책 설계), problem definition (문제 정의), 

measurability(측정가능성)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대응 전략 개발

이 종 명, 홍 선 욱, 장 용 창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Developing a Strategy for addressing Styrofoam Buoy Marine Debris with 

Brainstorming

J. Lee, S. Hong, Y.C. Jang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요  약

 스티로폼 부자는 한국 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양쓰 기이다. 주로 패류나 해조류 양식장에서 사용하던 것

들이다. 스티로폼 해양쓰 기는 잠재  환경 향이 크고 완 히 제거하기도 어렵지만 종합  응 정책은 아직 수

립되지 않았다. 인스토 은 창의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모를 때 활용하기 좋은 정

책 개발 수단이다. 55명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체계  인스토 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략  우선순 를 

제안하 다. 발생량 감을 해서는 친환경 부표 개발, 부자 실명제, 리 규정 제정이, 수거 효율화를 해서는 어

업인 교육, 회수 의무량 할당, 수매제 확 가, 재활용 활성화를 해서는 안 소재 개발, 이동식 감용기 보  확 , 

사회  기업 설립 등이 우선순  사업으로 꼽혔다. 

ABSTRACT

 Styrofoam buoy is most abundant marine debris item in Korean beaches. It mainly comes from aquaculture for 

macro algae and shellfish. The derelict and fragmented buoys may pos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 And it 

is hard to completely remove them from the environment. Comprehensive policy for addressing Styrofoam 

marine debris problem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Brainstorming is a method for creative ideas and useful in 

developing the policy when there is no obvious solution. Ideas and priority actions suggested by 56 stockholders 

with systematic brainstorming are as follow: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buoy, real-name-system for 

buoy, regulatory legislation for reduction in the field; education for fishermen, allocation of compulsory retrieval 

rate, enlargement of buy-back program; development of alternative buoy material, enhancing supplement for 

portable buoy compactors,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 for recycling of collected Styrofoam buoys.

Keywords : marine debris(해양쓰 기), pollution(오염), brainstorming( 인스토 ), Styrofoam(스티로폼), buoy

(부자), strategy(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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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  진주만에 있어서의 수온  염분 변화

이문옥(전남대학교), 김창현(전남대학교), 김병국(전남대학교)

Seasonal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Gwangyang and 

Jinju bays

M.O.Lee(Chonnam Univ.), C.H.Kim(Chonnam Univ.), B.G.Kim(Chonnam Un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 하천수를 포함한 육수가 양만  진주만의 수온  염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목 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에 걸쳐 각 계 별로 CTD에 의한 장 조사를 실시하

다. 측기간 , 수온은 5.0 ∼ 25.0℃, 염분은 22.0 ∼ 34.0psu의 범 에서 변화하 다. 특히, 화력 발

소 주변의 수온은 타 해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섬진강 하구 부근에서는 염 상이 나타났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양만  진주만에 있어서의 수온  염분은 섬진강 유출수와 온배수 등에 의해 

상당한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reshwater from the Seomjin River and 

Hadong Thermal Power Plant on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For this, CTD measurement was 

conducted through 4 seasons from November, 2010 to August, 2011, in Gwangyang and Jinju bays. 

water temperature varied ranging from 5.0 to 25.0℃ while salinity varied ranging from 22.0 to 

34.0,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In particular, warer temperature in the neighborhood of the 

Hadong Thermal Power Plant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a low salinity 

was observed near the mouth of the Seomjin River. In the light of these results,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Gwangyang and Jinju bays proved that they are considerably affected 

by a freshwater of the Seomjin River as well as a thermal discharge from the Hadong Thermal 

Power Plant.   

K eywords : Freshwater(담수), Water Temperature(수온),  Salinity (염분), Seomjin River(섬진강), 

Thermal Discharge(온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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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  주변해역의 동수역학  변동 특성
박 진, 송 구(농어 연구원), 김용 , 홍도웅, 김종규†( 남 학교)

Hydraulic characteristics around Saemangeum seadike 

Y.J.Park, H.G.Song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Y.K.Kim, D.U.Hong, J.K.Kim†(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새만  방조제 주변해역의 동수역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방조제 주변인 호내와 외측에서   

수 (조 )와 유동 측  EFDC모델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수치실험의 수 (조 )  

유동 검증결과는 정도  재 성에 있어서 양호한 결과를 제시하 으며, 만경강  동진강의 하천

유출수량과 조석  조류에 의한 유량의 변동 특성을 잘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들 결과들은 향후 새만 방조제 수문개폐 등의 효율  수 리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around the Saemangeum seadike was observed flow and water(tide) 

level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Seamangeum seadike. As a results, the flow is greatly 

affected by sluice gate at the Shinsi and Galuck, and the change of water level is affected by 

river outflow and open the sluice gate.

Keywords : Saemangeum seadike(새만  방조제), Tidal curremt(조류), Hydraulic characteristics(수

리학  특성)

1. 서 론

   서해 부에 치한 새만  연안 해역은 서쪽으로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지고 조차가 6.5 m에 달하며(이상호 등

[2003]), 강,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담수의 유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비응도와 고군산군도 그리고 변

산반도를 잇는 새만  방조제가 건설되어 해안선  해 지형이 변화됨에 따라 복잡한 수리 역학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이희  등[2006]). 이상호 등[2003]은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강,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새만  연안해역에 유

입되는 담수의 유출 경로가 바 게 되어 주변 해역의 염분 구조  조류 방향에 많은 변화를 래하게 된다고 보고하

으며, 양재삼 등[2008]은 새만 방조제 건설로 인해 내측에서 조석의 향이 감소하여 층 퇴 물의 재부유 상을 

약화시켰다고 하 다. 한, 박 건 등[2009]는 입자성 물질과 유기물질이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에서 층으로 

침강 퇴 이 된다고 하 다.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  방조제 주변의 내외측의 환경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방조

제 주변해역의 수리학  특성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한다. 기존연구로는 김창수 등[2006]은 방조제 축조

로 인한 조석과 조류변화에 해서 측자료 분석과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하 으며, 김창수 등[2008]은 HF radar

을 이용하여 새만  연안역에서 조하주기 표층해류의 변화를 연구하 다. 하지만 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새만  내측과 외측에서의 해 지형  해안선의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만  주변

의 호내와 외측에 수 (조 )와 유동 측  EFDC를 이용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동수역학  변동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Corresponding author: kimjk@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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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방법

2.1 장조사

   연구 상해역의 동수역학  변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Table 1과 같이 2010년 7월 9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3

정 에서 수 (조 ) 측, 3개 정 에서 층별유속 측을 실시하 다. Fig. 1에 연구 상해역  측정 을 도시화하

다.

 

Station Period Observation Equipment Interval

T-1 2011.7.9 ∼ 2011. 7. 24 RDCP, Aanderaa 10 min

T-2 2011.7.9 ∼ 2011. 7. 24 TGR-2050, RBR 10 min

T-3 2011.7.9 ∼ 2011. 7. 24 TWR-2050, RBR 10 min

PC-1 2011.7.9 ∼ 2011. 7. 24 RDCP, Aanderaa 10 min

PC-2 2011.7.9 ∼ 2011. 7. 24 RDCP, Aanderaa 10 min

PC-3 2011.7.9 ∼ 2011. 7. 24 ADCP, RDI 10 min

Table 1 Description of observation

Fig. 1 Observation station.

 Fig. 2 Variable grid system and bathymetry in the study area.

2.2 수치실험

   연구해역의 해수유동을 재 하기 해 계산 역을 동서방향 63.3 km, 남북방향 80.5 km로 역을 구성하 으며, 

239 × 184개의 유효격자(24,858개)로 배치하 다. 격자구성은 최소 격자간격 46 m인 직교곡선좌표계(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를 채택하여 지형을 보다 잘 재 할 수 있도록 하 다(Fig. 2).

   계산 기에는  계산 역의 조 가 EL(+)0.0 m이고, 유속을 0으로 가정하는 cold start 조건을 부여하 다. 조

의 개방경계조건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도와 군산신항의 조석조화상수  2011년 회에 측된 조석자료

를 조화분해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시․공간의 함수로 입력하 으며,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설정하 다. 계산시간

은 조기에서 소조기를 걸쳐 다시 조기에 이르는 약 15일간의 수치실험을 수행하 으며, 계산시간 간격은 CFL 조

건을 만족하는 2.0 로 설정하 다(Table 2). 한, 새만  내측은 새만  내부 개발이 완공되어 신시  가력 배수갑



문을 통해 리수 를 유지하게 되므로, 기 수 를 리 수 인 EL(-)1.5 m로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새만 지구 수문조사보고서(한국농어 공사, 2008)을 토 로 만경강과 동진강의 평상시와 

100년 빈도 홍수시 하천유량을 용하 으며, 소조기 유입조건을 고려하 다.

Numerical model EFDC

The number of grid 239 × 184

Time step 2.0 sec

Simulated period 15 days

Boundary condition Input tidal elevation (   )

Initial condition Cold start 

Mangyeong River Normal : 19 ㎥/s, Flood : 5,640 ㎥/s

Dongjin River Normal : 15 ㎥/s, Flood : 2,604 ㎥/s

Table 2 Conditions of numerical experiment

3. 결과  고찰

3.1 수 (조 ) 측 결과

  각 정 별 조석(수 ) 측 결과를 살펴보면, 정  T-1과 T-2에서의 조차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조차는 

0.26 m, 0.24 m , 소조차는 0.095 m, 0.091 m, 평균조차는 0.18 m, 0.17 m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새만 방조제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담수유입에 련하여 수 가 증가하고, 리수  EL(-)1.5m에 맞추어 배수갑문운용을 실시하기 때

문으로 새만 방조제 내측의 수 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  T-3의 경우 조차는 5.60 m, 소

조차는 2.78 m, 평균조차는 4.19 m로 나타났으며, 조석형태수는 0.26으로 반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조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만 방조제 외측으로서 조석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강 동지산 측소와 동진강 부량 측소에

서 동일기간에 측된 수 자료와 정  T-1, T-2에 하여 시계열을 Fig. 3에 도시화 하 으며, 조 측소의 조 자

료와 비교하 다.

Fig. 3 Time Series of water level.

3.2 유동 측 결과

   

   각 정 별 유동 측 결과를 살펴보면, 정  PC-1에서의 최강유속은 표∙ ∙ 층에서 각각 162.27 cm/s(224.75°), 

38.85 cm/s(82.89°), 63.47 cm/s(109.81)°, 표층의 주 흐름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층과 층에서는 

동서쪽으로 나타났다. 표층과 ∙ 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배수갑문의 향으로 단된다. 그리고 정  PC-2에



서의 최강유속은 표∙ ∙ 층에서 각각 138.55 cm/s(197.78°), 120.63 cm/s(200.72°), 58.24 cm/s(192.24)°, 주 흐름 방

향은 층에서 남서쪽의 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한, 표층  층에서도 배수갑문의 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정  PC-4에서의 최강유속은 표∙ ∙ 층에서 각각 4.46 cm/s(332.5°), 4.45 cm/s(362.2°), 4.14 

cm/s(297.7)°, 주 흐름 방향은 층에서 동일하게 북서-남동쪽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경강에서 나오는 하천유출수의 

향으로 인해 군산방향으로 돌아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 Fig. 5에 호내  외측의 각 층별 유동벡터도, 

유속  유향시계열, 조류진행벡터도와 조류분산도를 나타내었다.

3.3 수치실험의 검증

   본 수치계산 결과의 신뢰성  재 성을 검증하기 하여 조석과 조류에 한 시계열 비교를 수행하 다. Fig. 1에 

상해역 내 조석과 조류 검증 정 을 나타내었으며, Fig 6 ～ Fig. 7에 시계열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치계산 조 시계열이 측 조 시계열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치실험결과가 상해역의 조류 특성

을 잘 재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측값과 모델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지역이 지형과 수심의 격

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인 과 계산한 조류는 수평방향으로 최소 46 m 격자의 평균 조류이나 측된 조류는 한 지

에서의 측값인 을 고려할 때 제시된 조류에 한 검증 결과는 만족스럽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조석  조류 검

증 결과 본 수치실험의 재 성은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a) Flow vector (b) Current speed and direction of time series

   

(c) Vector progressive diagrams (d) Scatter diagrams

Fig. 4 Flow characteristics at PC-1.



(a) Flow vector (b) Current speed and direction of time series

  

c) Vector progressive diagrams (d) Scatter diagrams

Fig. 5 Flow characteristics at PC-3.

Fig. 6 A comparison of the simulated values with and the observed ones of tidal elevation.



Fig. 7 A comparison of the simulated values with and the observed ones of tidal current.

3.4 수치실험의 결과

   평수시 새만  방조제 내측의 유속은 10 cm/sec 이하로 나타났고, 조기 낙조시 수  조 을 한 방류로 인해 신

시 갑문과 가력 갑문에서의 유속이 140 cm/sec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Fig. 8). 홍수시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서의 유

속은 홍수기간인 소조기에 최  100 ㎝/sec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 으며, 새만  내측의 유속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Fig. 9). 잔차류 역시 하구역 특히, 만경강 하구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a) Flood flow at spring tide b) Ebb flow at spring tide

c) Flood flow at neap tide d) Ebb flow at neap tide

Fig. 8 Current patterns and velocity at normal river.



a) Flood flow at spring tide b) Ebb flow at spring tide

 

c) Flood flow at neap tide

 

d) Ebb flow at neap tide

Fig. 9 Current patterns and velocity at flood river.

   

a) normal river

   

b) flood river

Fig. 10 Resudial current patterns and velocity.

   

4 . 요약  결론

   각 정 별 조석(수 ) 측 결과를 살펴보면, 정  T-1과 T-2에서의 조차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조차

는 0.26 m, 0.24 m , 소조차는 0.095 m, 0.091 m, 평균조차는 0.18 m, 0.17 m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새만 방조제 내측

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담수유입에 련하여 수 가 증가하고, 리수  EL(-)1.5m에 맞추어 배수갑문운용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새만 방조제 내측의 수 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  T-3의 경우 조차는 5.60 m, 

소조차는 2.78 m, 평균조차는 4.19 m로 나타났으며, 조석형태수는 0.26으로 반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조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만 방조제 외측으로서 조석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정 별 유동 측 결과를 살펴보면, 정  PC-1에서의 최강유속은 표∙ ∙ 층에서 각각 162.27 

cm/s(224.75°), 38.85 cm/s(82.89°), 63.47 cm/s(109.81)°, 표층의 주 흐름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층

과 층에서는 동서쪽으로 나타났다. 표층과 ∙ 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배수갑문의 향으로 단된다. 그리고 

정  PC-2에서의 최강유속은 표∙ ∙ 층에서 각각 138.55 cm/s(197.78°), 120.63 cm/s(200.72°), 58.24 cm/s(192.24)°, 

주 흐름 방향은 층에서 남서쪽의 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한, 표층  층에서도 배수갑문의 향이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정  PC-3에서의 최강유속은 표∙ ∙ 층에서 각각 4.46 cm/s(332.5°), 4.45 cm/s(362.2°), 

4.14 cm/s(297.7)°, 주 흐름 방향은 층에서 동일하게 북서-남동쪽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경강에서 나오는 하천유출수

의 향으로 인해 군산방향으로 돌아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평상시와 100년빈도 홍수시 하천유량을 용하여 해수유동 수치실험을 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

강 하구에서의 유속은 홍수기간인 소조기에 최  100 ㎝/sec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새만  내측의 유속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며, 잔차류 역시 하구역 특히, 만경강 하구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 측과 해수유동 수치실험을 통하여 수리학  특성을 분석하 으나, 향후 새만  방조제 내∙외측

의 지형변화에 따른 수리학  특성 변화를 지속 인 장모니터링  수치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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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언 건설로 인한 금강하구의 기능변화
정용훈, 송수진, 양재삼 (군산 학교 해양학과)

Disrupted aquatic environment due to the Geum River Estuary Dam 

Yong Hoon Jeong, Su Jin Song, Jae Sam Yang (Department of Oceano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강하구역은 1994년에 하구언이 건설됨에 따라 강하구와 강호에서 SS는 감소했고, 수리  체

류시간, Chl-a, NO3-N, NH4-N은 증가하 으며, 이들 모두 강호에서 증감의 변화가 더욱 크게 나

타났다. 상류로부터 유입된 PO4-P는 호 내 APP (autochthonous primary production)에 의해 100% 

이상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하구와 강호의 수질  환경인자 측정치에 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결과들은 풍수기에는 두 환경이 하게 련되어 있으나, 갈수기에

는 서로 독립된 수질 특성을 나타냈으며, 이것은 하구언의 수문 조작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강하구와 강호에서 수질의 변화는 하구언 건설 이 에 비하여 강호뿐만 아니라 하구언 인근 

하구역에 유기물질을 포함한 퇴 물이 축 되고, PO4-P의 거동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BSTRACT

Suspended Solids in both estuarine and lacustrine water of the Geum-River Estuary Dam 

System (GREDS) has decreased since the dam building in 1994, while hydraulic residence time, 

Chl-a, NO3-N, and NH4-N have shown opposite trends. These differences are much more 

noticeable in the lacustrine side than the other side. Especially autochthonous primary 

production (APP) in the reservoir consumed more than 100% of the PO4-P originated from the 

upstream.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howed that both sides between the dam were 

closely connected only during the wet seasons, whereas such connection was disturbed by the 

operation of sluice gate during the dry seasons. Additionally, both sides became vulnerable for 

the accumulation of fine particulate materials with rich organic contents. In summary, we found 

unusual geochemical behavior (depletion and regeneration) of phosphate with high acclimation 

rate of fine particulate materials in GREDS since the dam construction.

Keywords : Geum-River Estuary( 강하구), autochthonous primary production(토착성 일차 

생산), phosphate(인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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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시 이산화탄소 배출에 한 포  환경 향평가의 용
이 희 수, 박 종 천, 정 세 민 (부산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조 용 진 (동의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pplication of inclu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ique due to 

emission of CO2 from ships during their sailing

Hee-Su Lee, Jong-Chun Park, Se-min 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ong-Jin Cho (Dong Eui University)

요 약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기상이변 등을 야기하는 등 지

구 환경에 막 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선박의 운항  배출량은 세계 5

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일본과 6 의 독일 체가 배출하는 양의 간 정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IMO를 심으로 선박의 운항에 의해 배출되는 이

산화탄소 양을 규제하기 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일본 조선학회 산

하의 IMPACT 원회에서는 인간의 인 인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향과 개발로 인한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Triple I (III)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iple I를 용하

여 컨테이  선박의 운항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한 선박의 규모  운항 항로에 따른 포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

ABSTRACT

Global warming, which caused by emitted CO2, causes the climate change. 

Shipping was became the world’s fifth-largest CO2 emitter in 2007. For 2007, 

the amount of emitted CO2 by ship was estimated 3.3% of global CO2 

emissions, to which international shipping contributed 2.7%, or 870 million 

tonnes. Therefore many researchers and politicians are try to regulate the CO2 

emission by shipping. The IMPACT committee under the Japan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Ocean Engineers(JASNAOE) developed the Triple I 

which is the inclu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ex. And Triple I 

can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economic factors. In this study, Triple I was applied to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due to CO2 emitted by shipping. 

Keywords : CO2(이산화탄소) 배출, 포  환경 향평가, Triple I 

(III), EF, 경제성 평가, 컨테이 선 운항

1. 서 론

   최근 들어 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환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두되고 있다. 

하와이의 Mauna Loa 화산에서 측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한 미 해양 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0년간 기 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315ppm에서 370ppm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OAA[2012]). 이러한 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 최근 100년간 지구표면온도는 약 0.74℃ 상

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PCC[2007]). 이사라 등[2010]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기온이 1℃ 상승함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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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수가 약 2.5% 가량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한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혹서,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직

인 향 외에도 말라리아, 설사병, 양실조 등의 간 인 향을  가능성 한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홍윤철[2008]).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원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운항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한 심 한 증가되고 있다.

   산업 명 이후 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각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세계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상을 통한 물동량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상 물동

량은 선박의 운항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의 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 증가 추세이다. 국제해사기구인 IMO[2009]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06 G-ton에 해당한다. 이는 2007년 기 으로 독일 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선박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무시하지 못할 수 에 도달함에 따라, IMO에서는 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IMO는 에 지효율설계지표(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와 에 지효율운항지수(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ex, EEOI)를 개발하고, 향후 기 에 

부 합한 선박의 운항을 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EEDI나 EEOI의 경우 선박에 의한 이산

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향을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의한 환경 향을 평가하지 못

한다는 취약 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본 조선학회 산하의 IMPACT 원회에서는 인간의 인 인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향과 개발로 인한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Triple I (III)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iple I를 용하여 선박의 운항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특히, 컨테이  선박의 규모  운항 

항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교 분석과 포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 다.

2. 포  환경 향평가 기법

2.1 Ecological footprint (EF)

   EF는 1990년 에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학의 W. Rees 교수와 M. Wackernagel 박사 등에 의해서 

개발되었다(Global Footprint Network[2008]). EF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자원이나 에 지 이용  폐기

물 처리 등에 필요한 생태계의 처리 능력을 생산성이 있는 토지 (경작지, 목 지, 삼림, 생산력이 있는 수역, 

생산력 해지)의 면 으로 환산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의 구분은 각 유형의 토지들이 생산

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 면 을 합산할 때, 등가계수(Equivalence factor)를 곱하여 평균 인 토지면

으로 환산한다. 표 1에는 등가계수에 한 를 나타낸다. 이러한 평균 인 토지 면 의 단 로는 Global 

hectares(gha)가 이용된다. 한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염원을 정화시킬 수 있는 토지나 수역도 동일

한 형태의 등가계수를 이용해 평균 인 토지 면 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그 토지를 Biocapacity(BC)라고 부

른다.

   EF는 인간활동으로 인해 생산력이 있는 토지가 얼마나 소비되었는가를 산출해 내는 지표이며, BC는 실

제로 지구의 처리가능 용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BC와 비교하여 EF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기 으로 이용할 수 있다. EF는 토지 면 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

롯한 세계 각국에 속도로 보 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EF는 기본 으로  시 에서의 통계 데이터를 

기 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래 인 가치나 수명, 기술의 신 등이 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비 도 있다

(IMPACT 研究委員会[2008]). 따라서 정책결정에 이용할 때 장기 인 으로부터의 비교 평가를 어떻게 도

입할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2 Inclusive impact index (Triple I, III)

   Triple I(III)는 EF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연환경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손

익을 포함시켜 개발의 타당성을 단하는 지표로서 개발하 다(IMPACT 研究委員会[2008]). 생태계의 

에서만 개발의 향을 평가한다면 EF의 개념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의 단기 에 이용하

기 해서는 인간에 의한 해도(Human risk, HR)나 경제  가치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III에서는 

환경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와 경제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를 통합하기 해, 상이 되는 해양이용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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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되는 나라 는 지역의 EF(region)와 GDP(region)의 비, 혹은 세계의 총 EF와 총 GDP의 비를 도

입한다. 따라서 이 환산계수의 값이 환경 인 측면과 경제 인 측면 평가의 가 치를 결정하는 요한 의미

를 갖게 된다. III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region
region

  (1)

여기서 는 자연환경의 원래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능력을 뜻하는 환경용량(Biocapacity), 

은 환경 해도(Environmental risk), 은 인간의 건강에 향을 주는 건강 해도(Health risk)로 정의한다. 

그리고 는 자연환경의 개발에 소요되는 액, 는 자연환경의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  이득을 뜻한다. 

한 는 ER를 EF로 환산하는 계수, 는 HR를 로 환산하는 계수이다.

   하지만 식 (1)의 III의 계산에 있어서 ER이나 HR의 계산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계산이 까다로운 문제

이 있다. 따라서 IMPACT 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 1을 간략화한 IIILight를 제안하고 있다.

  


  (2)

   의 식에서 III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이 가능할 것이다.

i. III > 0의 경우 : EF가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개발하

기 보다는 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ii. III = 0의 경우 개발로 인한 환경부하와 이로 따른 경제  이익이 동일함.

iii. III < 0의 경우 :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EF 보다 크기 때문에, 개발이 타당함.

3. 선박의 운항에 한 포  환경 향평가의 용

3.1 포  환경 향평가의 용을 한 분석 과정

   먼 , 선박의 운항에 따른 포  환경 향평가의 용을 해, 선박의 생애주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산정한다. 이 때, 선박의 생애주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박의 건조 과정과 운항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포  환경 향평가의 구성요소  하나인 비용 편익 분석을 해, 선박의 건조에서 운항에 이

르기까지의 비용 분석을 실시한다. 선박의 건조에서 운항에 이르는 비용으로는 건조비와 운항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운항에 필요한 비용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선원의 인건비, 

입항세  도선료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세 , 하역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 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에 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 유류비와 인건비만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1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포  환경 향평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에는 포  환경 향평가에 필요한 

각 항의 계산 방법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Triple I의 요소  BC, ER, HR의 항

목에 한 평가 과정이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항목의 정확한 추산에 한 명확한 정의를 내

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III를 간략화한 IIILight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 다.



3.2 평가 상 선종의 선정

   본 연구에서 포  환경 향평가를 용한 선박의 선종은,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10

년까지 10년간 국내 선박입출항실 에서 총 톤수 기 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 선을 

상으로 선정하 다. 따라서 컨테이 선의 경우 국내에 입출항하는 선박  가장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상된다. 단, 컨테이 선의 크기는 1,600∼18,000 TEU 을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

3.3 선박의 건조에 따른 EF 평가

   선박의 건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상 컨테이 선인 1,600∼18,000 TEU 의 경하 량 추

정치를 바탕으로 산정하 다. 단, 경하 량의 경우 각 조선소에서의 보안사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재원의 

출처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 공개할 수 없음을 명시해 둔다. 선박의 건조 에는 용  등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한 정확한 추정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선각을 구성하는 후 의 경우 탄소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2]에 따르면 탄소강 1 ton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2.34 

t-CO2/t-steel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그림 4

에 나타낸다. 이를 살펴보면 선박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선각 무게의 증가로 인해 선박의 건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된 CO2의 배출량을 이용하여 EF의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EF Emitted CO ÷Absorbed COby Forest× Equivalent Factor ofForest (2)

   배출된 CO2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삼림지의 면 으로 나  뒤 등가계수를 곱하여 EF를 산출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선박의 크기에 따른 EF 평가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낸다. 결과 으로 선박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 EF의 크기가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F의 산출과정에서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며, 이로 인해 선박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에 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4 선박의 운항에 따른 EF 평가

   선박의 운항에 따른 EF를 평가하기 해, 선박의 운항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추정하 다. 선박의 

운항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다음 식 3과 같이, 선박이 1일간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연료의 소

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변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선박의 주요 연료로 사용되

는 질유의 경우 이산화탄소로의 변환계수는 3.1144를 사용하 다(Rightship[2011]). 

COemission per day  Oil consumption per day × Conversion factor (3)

   다음으로, 선박의 운항에 따른 EF는 앞서 계산한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 으로 식 2의 과정을 

거쳐 계산된다. 그림 6와 7은 식 3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선박의 크기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와 EF의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분석해 보면 선박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EF의 분포가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지만 12,000 TEU  이상의 규모에서는 선박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EF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규모가 커지더라도(12,000 TEU  

이상)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동력부의 출력 크기가 거의 일정해 짐에 따라 연료 소비량이 거의 일정해 지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도 거의 일정해지기 때문이라 평가된다.

3.5 선박의 운항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선박의 운항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기 해, 먼  비용 분석을 실시하 다. 선박에 소요되는 비

용은 크게 건조와 운항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다. 



   선박의 운항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기 해, 먼  비용 분석을 실시하 다. 선박에 소요되는 비

용은 크게 건조와 운항 부분으로 구분된다. 건조 비용의 경우 선박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선박의 건조 비용을 추정하기 해 UNCTD[2010]에서 발표한 컨테이 선의 규모에 따른 평균 선가에 

한 자료를 참고로, 선박의 크기에 따른 가격 데이터를 선형 보간하여, 건조비를 산정하 다.

   다음으로 선박의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을 해 선박의 동력부 유지를 한 연료비, 인건비, 입항세, 

도선료 등의 제반 경비, 세 , 하역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력부의 유지 비용과 선원의 인건비로 간략화하여 운항 비용을 추정하 다. 동

력부의 유지를 한 연료 구매 비용의 산정을 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벙커 C유의 평균가격(MOL 

ferry Co., Ltd.[2010])을 사용하 으며, 선원의 임  추정에는 Osumi[2005]가 추정한 선원 1인의 평균 연 에 

한 자료를 사용하 다. 표 2에는 선박의 운항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정리하 다.

Table 2 Examples of calculated factors for 12,000 TEU class of container ship

Factor Value

Cost

Ship price 1.04×108 US$

Fuel cost (20 years) 2.38×10
9 US$

Salary for crew (40 persons) 4.00×10
7 US$

Benefit Profit by container transport 1.72×10
10 US$

EF/GDP

EF of world wide 1.8×1010 gha

EF of world wide 6.3×10
13 US$

EFworld/GDPworld 2.9×10-4 gha/US$

3.6 선박의 크기에 따른 포  환경 향평가 기법의 용

   선박의 운항에 따른 포  환경 향평가 기법을 용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① 평가 상 선박의 운항 거리는 10,000km로 가정

② 선박이 목표 거리를 운항한 후, 선박의 하역 작업  기타 작업을 한 기간으로 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③ 선박의 유지 보수를 한 기간으로 연간 3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④ 선박의 목표 수명은 20년으로 가정

   계산 순서로는, 각 선박의 목표 속도를 기 으로 동일한 운항 거리를 1회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운항 시간

을 산정하고, 목표 수명동안의 항해 가능 횟수를 상정한 뒤, 그에 따른 선박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 다.    

   먼  선박의 운항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바탕으로 EF 분석을 실시하 다. 앞서 산출한 운항 일정에 

따른 연료 소비량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정하 다.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경제  이익을 EF

로 환산한 값과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한 EF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낸

다. 그림 8의 윗부분은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EF로 환산한 결과이며, 아랫부분은 선박

의 운항으로 인한 경제  이득을 EF로 환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선박의 규모가 커질수

록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경제성은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박이 운항할 경우 운송이 

가능한 화물의 양이 커짐에 따라 수익이 증가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선박의 운항에 의한 

EF 값은 선박의 규모가 12,000 TEU 이상이 되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에 의해 EF 값이 거의 일정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8에는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Triple I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EF 분

석에 따른 Triple I의 결과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로 나 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선박의 운항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환경 향을 선박의 운항으

로 인한 경제  이득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9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박

의 크기가 클수록,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경제  이득이 환경 향을 잘 상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선박의 운항 항로에 따른 포  환경 향평가 기법의 용



   선박의 운항 항로에 따른 포  환경 향평가 기법을 용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① Case I : 부산 → 아 리카의 희망  → 네덜란드의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 (약 27,800km)

② Case II : 부산 →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 네덜란드의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 (약 20,000km)

이는 같은 목 지를 운항하는 항로에서 운하 등의 항로를 단축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 을 경우와 그 지 

않을 경우를 비교하기 해서이다. 선박의 각 운항항로는 그림 10에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앞서 언 한 선박의 운항 경로를 가상의 경로로 환산하 을 경우(Case I)와 실제의 경로로 

환산하 을 경우(Case II)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상의 경로는 10,000km의 운항거리를 상으로 

평가를 실시하 으나, 실제의 경로는 20,000km 가 넘는 운항 거리를 운항하며, 이에 따른 운항 횟수의 감소

로 인해 상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항로별 포  환경 향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 으로 짧은 거리를 운항하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

는 Case II의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희망 을 지나가는 항로인 Case I의 경우 운항

항로가 약 27,800km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Case II의 경우 보다 약 7,800km가 긴 항로를 운항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즉, 운항항로가 길면 생애주기 동안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어들며, 이로 인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해 기 할 수 있는 수익이 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로가 길어지면 경제  이득

이 어들어 평가 결과가 나빠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제안된 포  환경 향평가 기법인 Triple I를 이용하여, 선박의 운항에 따

른 포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선박의 크기가 큰 선박이 경제  이득으로 인한 환경 향을 

상쇄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항 항로에 따른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짧은 항로를 운항

하는 것이 환경에 상 으로 향을 게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박의 운항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정확하고 세 한 분석을 통해 

선박의 운항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환경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선박의 항로별 평가를 

실시하기 해 각 항로의 해상상태 분석을 통한 항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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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ssessment procedure in this study

Fig. 2 Analysis result for factors of Triple I



Fig. 3 Results of domestic entry and departure by ship types. (2011 해운통계요람[2012])

Fig. 4 Results of CO2 emission during construction by ship size.



Fig. 5 Results of EF calculation during construction by ship size.

Fig. 6 Results of CO2 emission during navigation per day.



Fig. 7 Results of EF calculation during navigating by ship size.

Fig. 8 Comparison results of EF between economical benefit and CO2 emission 



Fig. 9 Comparison results of Triple I by ship size

Fig. 10 Examples of Sailing route for comparing the distance effect



Fig. 11 Comparison results of Triple I by sailing route



시화호 수질특성과 조력발 소 가동에 따른 변화 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김은수, 조성록, 강성 , 김성근(한국해양연구원)

Study on the changes of water qualities affected by the operation of tidal 

power plant from Shihwa Lake

Kongtae Ra, Kyung-Tae Kim, Jeong-Keun Kim, Eun-Soo kim, Sung-Rok Cho, 

Sung-Hyun Kang, Sung-Keun Kim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수질의 시공간  분포와 함께 조력발 소 가동에 의한 향

등에 하여 조사하 다. 시화호 내측과 외측의 일반수질은 내측에서는 유역하천 

 반월산단 토구를 통한 강우시 량의 담수 유입, 외측에서는 내측과 마찬가지로 

담수유입과 함께 외해에 치한 하수처리장 방류구의 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11년 7월 층의 용존산소 포화도는 년과 마찬가지로 

빈산소 혹은 무산소 층이 발달되었으나 8월 이후 층에서의 용존산소 포화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조렬발 소의 시험가동으로 외해수와의 활발한 해

수교환이 층 퇴 물을 재부유시켜 층에서의 양염  부유물질의 농도를 증

가시키긴 하지만 그동안 시호호의 수질악화의 주요한 원인  하나인 층에서의 

용존산소 고갈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water qualities and the influence of  

the operation of tidal power plant in the middle of Shihwa dike has been 

studied. Water qulities inside of Lake Shihwa is mainly controlled by the input 

of stormwater runoff through streams and sewer outlets of Banweol industrial 

complex in the summer season. For case of outer sea of Lake Shihwa, water 

qulities are controlled by the stormwater ruoff, discharge from Lake inside 

through watergate, and the dewatering outlets from the wastawater treatment 

plant(WWTP). Results of oxygen saturation in bottom water at July 2011 

showed that the hypoxic or anoxic condition was well developed. However, 

oxygen levels was gradually increased after August because the operation of 

tidal power plant lea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water exchange between 

Lake inside and outer sea. It suggests that seawater input from outer sea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oxygen depletion in Lake Shihwa. 

Keywords: Water qulity(일반수질), Shihwa Lake(시화호), Tidal 

power plant(조력발 소), Oxygen saturation(용존산소 포화도), 

Hypoxic(빈산소 환경), anoxic(무산소 환경)

1. 서론

  시화호는 1994년 12.7 ㎞ 길이의 방조제 건설에 의해 생성된 인공호소이다. 물막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외해수와의 해수교환에 제한되어 시화호 환경에 폐쇄 인 환경으로 변하여 무산소층 형성과 같은 수질  

질 환경의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8년 3월 이후 조석주기에 따른 배수갑문의 운 으로 1일 약 

2,000만 톤의 외해수가 유입되고, 호 내의 물이 방류됨으로써 수질변화가 측되었다(한국해양연구소, 1999; 

2000; 2001). 배수갑문이 시화호 방조제 서쪽 끝에 설치되어 있어 해수유통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화호 내측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해수의 체 인 순환보다는 배수갑문 주변지역에 국지 인 수질 개선효과에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과 2010년 실시한 안산천, 화정천  반월산단 토구를 통한 비 오염물질 유출량 조사에서는 강우시 

반월산단에 치한 7개 토구를 통하여 많은 양의 일반수질  속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등, 

2010; 나 등, 2011). 비강우시 시화호 유역에 산재된 9개 하천을 통한 오염물질 부하를 고려하면 이들 오염원

을 사 에 차단하지 않고서는 배수갑문을 통한 시화호 수질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최근 8년간(2003

년∼2010년)의 시화호 내 일반수질의 연변화를 살펴보면 하계에 시화호 상류지역  앙지역에 빈산소 혹은 

무산소층이 측되었다. COD는 2003년 8.7 mg/L의 평균농도에서 2008에서 4.7 mg/L으로 감소하 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는 9.3 mg/L의 평균 COD농도를 보 다(국토해양부, 2010). 시화호 내측 지역 내 

양염류의 수평  분포특성은 산단 인 한 상류지역에서 높고 개발이 되지 않아 뚜렷한 오염원이 존재하는 

않는 시화호 남측지역에서는 낮은 농도를 나타냈고 배수갑문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염

분과의 음의 상 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화호 지역의 양염의 공 원은 외해수의 

유입을 통한 공 원 보다는 시화호 유역에 존재하는 9개 하천과 반월산단 7개 토구를 통해 유입이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시험가동 인 시화 방조제 앙부에 치한 조력발 소는 청정에

지의 생산  시화호 내측의 수질 개선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5월부터 시험 방류를 시작하여 2011

년 12월 10일경 100%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 까지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교환이 시화호 수질개선의 

주요한 노력이었으나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교환에 비해 조력발 소의 가동은 해수교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화호 수질개선이 상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내․외측 해수의 표층과 층에서의 일반수질시간

인 변화  조력발 소 가동 향등에 하여 조사하 다.

Fig. 1. Map of sampling locations in study area.

2. 재료  방법

  시화호 내측해역의 수질은 2011년 6회(4, 6, 7, 8, 9, 10월)에 걸쳐 14개 정 과 시화호 외측은 21개의 정

의 정 에서 표층과 층수를 채수하 으며, 시화호 내측 정  9에서 자동채수를 이용하여 연속 측을 실시

하 다(Fig. 1). 표층수는 50 cm 수심에서 층수는 조사 시기에 따라 수심이 약간씩 변하여 채수수심이 다

르나 수심을 측정한 후 층 퇴 물의 50 cm 에서 채수하 다. 측정항목은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량

(DO), 화학  산소요구량(COD), 용존 양염, 부유물질, 클로로필-a. 입자성유기탄소  용존유기탄소 다. 

COD 시료는 125 mL 폴리에틸  병에 담았으며 총질소(TN)과 총인(TP) 분석을 한 시료는 15 mL 폴리

로필  튜 에 담아 장에서 드라이아이스가 든 아이스박스에 넣어 냉동보 을 실시하 다. 용존 양염  



용존유기탄소 분석을 한 시료는 선상에서 미리 태운 유리섬유(Whatman 47 mm GF/F, 0.7 μm pore size)

를 통하여 여과한 후, 여액을 채취하여 양염 분석을 해 냉동보  하 다. 클로로필-a는 유리섬유 여과지

로 해수를 여과한 뒤 분해를 최소화 하기 하여 MgCl2를 몇 방울 떨어트린 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냉동

하 다. 용존유기탄소는 여과된 여액을 미리태운 40 mL 갈생병에 넣고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막기 하여 

HgCl2를 몇방울 떨어트린 뒤 분석시까지 냉장보 하 다. 수온, 염분, pH, DO는 YSI CTD System-6600으로 

선상에서 장 측정하 다. pH와 DO는 표층  층수를 시료병에 담아 pH meter와 정법을 사용하여 데

이터를 구한 뒤 비교하여 자료를 사용하 다. 용존 양염(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

규소)은 SFA(Segmented Flow Analysis, O.I. analytical)로 측정하 으며, 총질소(TN)  총인(TP)은 시료를 

과황산칼륨 용액으로 산화시킨 다음, FIA(Lachat Quickchem AE flow injection system)로 분석하 다

(Valerama, 1981). COD는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 으며(해양수산부, 1998), 클로로필-a는 90% 

아세톤으로 추출한 뒤 UV-VIS Spectrometer (Milton Roy Spectronic-3000)으로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염분

  4월 조사에서 내측 표층수의 염분의 평균값과 농도범 는 28.82 psu와 23.97∼28.82 psu로 상류지역과 배수

갑문 지역간의 염분차이가 약 5 psu로 상류지역에서는 낮고 배수갑문으로 갈수록 증가하 다(Fig. 2). 층수

의 경우, 평균 염분이 29.75 psu로 표층에 비해 약 0.9 psu 높았고 상류지역인 정  2에서는 표층과 층간의 

염분차이가 약 3 psu 으나 배수갑문 인근인 정  15에서는 이 차이가 0.2 psu로 낮았다. 외측에서의 표층수

와 층수의 평균 염분은 각각 30.18 psu와 30.44 psu로 내측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수평 인 분포 역시 소

래포구 등을 통한 담수의 향을 받는 오이도 인근지역에서는 상 으로 낮았고 외해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6월 조사에서 시화호 내측 염분 평균값은 표층에서 26.02 psu(농도범  23.62∼

27.72 psu), 층에서 28.75 psu(농도범  26.83∼29.38 psu)로 4월 조사에 비해 표층수는 약 2 psu, 층수는 

약 1 psu정도 염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호 외측 염분 평균값은 표층에서 30.01 psu(농도범  

28.09∼30.54 psu), 층에서 30.19 psu(농도범  28.67∼30.68 psu)로 내측과 마찬가지로 4월 조사에 비해 평

균 으로 약 0.2∼0.3 psu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내․외측 염분의 수평 인 분포특성은 4월 조사와 마찬가

지로 상류지역인 산단인근과 오이도 부근에서 상 으로 낮았으며 내측은 배수갑문 외측은 외해로 갈수록 

표층과 층 모두 염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7월 시화호 내측 표층수 염분의 평균값은 2.04 psu(농도

범  0.09∼3.84 psu)로 4월와 6월의 평균인 28.82 psu와 26.03 psu에 비해 약 24 psu 이상 격히 염분이 감

소하 다. 층에서의 평균 역시 23.77 psu로 4월과 6월의 평균 염분인 29.75 psu와 28.75 psu에 비해 약 5 

psu 정도 감소하여 표층과 층의 염분을 격히 감소시킬 정도의 많은 양의 담수의 유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7월 시화호 지역 강수량에 의하면 7월 한달 동안 고잔지역 기 으로 824 mm의 조사지역 평균 

10년 동안 연간 평균 강수량 약 1300 mm의 약 64%에 해당되는 정도의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 다. 조사를 

실시한 7월 14일 이  13일 동안 약 423.5 mm(고잔기 )의 강수량이 있었고 조사 당일은 14일에도 30.5 mm

의 강수량이 측된바 있다. 이와 같은 기록 인 강수량으로 인하여 시화호 내측 해수의 염분도가 격히 감

소하 으며 배수갑문 인근인 정  15의 표층에서 염분도가 3.54 psu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시화호 내측  지

역에서 2∼3m 수심까지 약 2∼3 psu의 낮은 염분도를 보여 막 한 양의 담수가 유입되어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화호 외측에서 표층과 층에서 염분의 평균값은 각각 25.52 psu(농도범  23.56∼

27.12 psu)와 27.43 psu(농도범  25.15∼28.48 psu)로 앞선 두 번의 조사 시기에 비해 평균 으로 표층은 약 

5 psu, 층은 약 3 psu가 감소하 다. 소래포구  하수처리장 방류구가 치한 외측 정  1의 표층과 층

에서 염분도가 각각 24.20 psu와 25.15 psu를 나타냈으며, 배수갑문을 통해 내측 해수가 외측으로 확산되어 

시화방조제 북측 지역은 상 으로 낮은 염분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시화호 외측 역시 강우로 인해 담수의 

향이 염분에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8월 조사의 경우 시화호 내측 표층과 층에서의 평균염분은 각각 16.60 psu(농도범  8.46∼21.47 psu)와 

24.49 psu(농도범  15.89∼27.01 psu)를 나타내 7월에 비해 증가하 으나 다른 조사시기에 비해 여 히 낮은 

염분을 나타냈다. 수평 인 분포 역시 상류지역으로 담수의 향을 가장 직 으로 받는 정  2에서의 표층

과 층의 염분이 각각 8.46 psu와 15.89 psu로 가장 낮았으며 배수갑문 인근인 정  15의 염분 역시 표층이 

21.38 psu, 층이 26.11 psu로 다른 조사시기에 비해 낮았으며, 수평 인 분포특성은 산단 인근 지역에서 낮

고 배수갑문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9월 시화호 내측 표층과 층에서의 평균 염분은 각각 



24.70 psu와 26.92 psu로 7월  8월 조사에 비해 염분이 증가하 으나 4월 조사에서는 표층과 층의 염분

차이인 약 0.9 psu에 비해 약간 높은 1.8 psu의 염분 차이를 나타냈다. 10월 조사에서의 시화호 내측의 평균

염분과 농도범 는 표층수에서 28.12 psu(농도범  23.81∼29.60 psu), 층수에서 28.29 psu(농도범  23.88∼

29.78 psu)로 표층과 층 모두 염분도가 증가하 으며 내측에서의 염분의 차이가 이  조사 시기에 비해 감

소하 다. 수평 인 분포는 지역간 염분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류지역에서는 낮은 

염분, 배수갑문으로 갈수록 염분이 증가하고 있었다. 내측 정  1의 표층에서 23.81 psu로 여 히 다른 지역

에 비해 낮았으나, 7월 0.09 psu, 8월 8.46 psu, 9월 14.04 psu과 비교하면 담수 유입이 어들고 배수갑문을 

통한 외해수 유입의 향으로 서서히 염분이 증가하고 있었다. 시화호 외측의 평균염분과 농도범 는 표층수

에서 30.62 psu(농도범  29.42∼31.34 psu), 층수에서 30.88 psu(농도범  29.93∼31.60 psu)를 나타냈으며 

수평 인 분포 역시 오이도 인근에서 낮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salinity in surface water of Shihwa Lake and outer sea.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oxygen saturation in surface water of Shihwa Lake and outer sea.

  시화호 내측 염분은 조사시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염분을 조 하는 주요한 요인은 강우 등

을 통한 담수의 향이 가장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조사에서는 하계 조사사기에도 많은 

양의 강우가 측되지 않아 외해수 유입의 향도 클 것으로 단되었으나, 2011년 조사결과를 통해 7월 기

록 인 담수 유입으로 인하여 격히 감소된 염분이 4월 수 으로 회복 되는 데에는 약 2개월의 시간이 걸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호 내측의 강력한 성층형성에 제한 받아 배수갑문을 통한 외해수의 유입은 국지

인 향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화호 외측에서의 염분을 조 하는 요인은 소래포구 등을 통한 자

연 인 담수 유입  하수처리장 방류구를 통한 유출과 더불어 시화호 내측의 낮아진 염분도의 해수가 외측

으로 방류되는 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으로 시화호 지역의 염분은 강우를 통한 담수 

유입의 큰 향을 받고 있었으며, 재의 배수갑문을 통한 자연 인 해수유통은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력발 소의 정상가동에 의해 어떤 향을 받을지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3.2. 용존산소포화도

  4월 조사의 경우 시화호 내측에서 용존산소 포화도는 표층에서 116%, 층에서 111%로 표층과 층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상류지역인 내측 정  2의 표층과 층에서 용존산소 포화도는 각각 176%와 168%로 

높았으며 배수갑문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정  15의 표층과 층에서는 112%와 114%로 나타났다(Fig. 

3). 외측에서 표층수와 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평균은 각각 110%(범  104∼116%)와 108%(범  71.3∼

116%)으로 평균 으로는 시화호 내측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용존산소 포화도의 차이가 내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처리장 방류구가 인 한 외측 정  1의 층에서는 71.3%의 낮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나



타냈다. 6월 조사 역시 시화호 내․외측에서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수평 인 분포특성은 4월과 유사하 다. 

내측에서는 상류지역에서 170%의 높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보 고 배수갑문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으나 시화호 내측 앙부에서는 약 140%이상으로 4월 조사에 비해 높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보

다.  6월 시화호 내측 용존산소 포화도의 평균은 표층수가 136%, 층수가 52.3%를 보여 표층은 4월 조사에 

비해 평균 은 약 20% 용존산소 포화도가 상승하 으나 층의 경우 4월 조사의 반 수 으로 용존산소 

포화도가 감소하여 빈산소 환경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수의 앙부인 정  9의 층에

서 용존산소 포화도가 17.2%를 수심이 가장 깊은 정  12의 층에서는 25.5%의 낮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나

타내었다. 외측의 경우 표층수와 층수에서 용존산소 포화도는 모두 113%의 평균을 나타내 지역 으로는 

오이도 인근 지역에서 낮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표층과 층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양의 강우로 인한 담수 유입의 향이 가장 컸던 7월 조사에서는 시화호 내측 표층에서 평균 용존산

소 포화도가 89.1%로 6월 136%에 비해 65% 수 으로 감소하 으며 층에서의 평균 용존산소 포화도는 

32.1%로 6월 52.3%에 비해 크게 감소하 다. 시화호 내측의 경우 낮은 수심으로 인하여 강력한 성층이 형성

되어 담수의 유입이 매우 컸음에도 층에서는 빈산소 혹은 무산소 층이 더 발달된 것으로 단된다. 앙부

인 정  9의 층에서는 3.05%, 정  12의 층에서는 3.83%를 나타내 유기물 분해에 의해 산소가 고갈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시화 외측에서는 표층수와 층수의 평균 용존산소 포화도가 각각 92.1%와 89.6%로 

나타나, 많은 양의 담수 유입이 시화호 내측  외측 모두 용존산소 포화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

으로 단된다(Table 1). 

  8월 조사의 경우 시화호 내측과 외측 표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는 각각 130%(범  78.1∼170%)와 92.4%

(범  86.4∼97.7%)로 평균 으로는 내측이 외측에 비해 약 40% 높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나타냈다. 층수의 

경우 내측에서는 69.8%(범  53.2∼87.3%), 외측에서는 90.1%(범  82.3∼101%)로 외측이 내측에 비해 약 

20% 높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나타냈다. 2010년 조사에서는 시화호 내측 8월 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평

균이 19.6%로 6월의 평균 44.7%에 비해 감소하여 6월에서 8월로 갈수록 빈산소 혹은 무산소층이 더 발달한 

결과를 나타낸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8월 시화호 내측 층수에서 평균 용존산소 포화도는 

69.8%로 7월 32.1%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조력발 소의 시험가동을 통한 외해수의 유입 

 태풍 무이 의 복합 인 향을 받아 지속 인 조사가 필요하나 재로써는 시화호 내측에서 매년 늦은 

춘계∼추계동안 지속 으로 문제가 된 빈산소 층의 상태가 보다 좋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시화호 외측의 수

평 인 분포는 오이도 인근에서 낮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  조사와 마찬가지인 경향을 나타냈다. 

내측에서는 앙부 지역에서 160%를 상회하는 높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그리고 신길천에 인 한 지역에서 

130%를 상회하는 용존산소 포화도를 보 으며, 상류지역인 반월산단 인근과 배수갑문 지역에서는 상 으

로 낮은 표층의 용존산소 포화도를 보 다. 

  9월 조사에서 시화호 내측 표층수와 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평균은 각각 203%(범  140∼248%)와 

86.1%(범  49.3∼154%)를 나타내 8월의 평균인 130%와 69.8%에 비해 표층과 층 모두 용존산소 포화도가 

크게 증가하 다. 수평 인 분포는 반월산단 인근 지역에서 220%를 상회하는 높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보

으며 앙부 지역에서는 상 으로 낮았고 조력발 소 남측에서 배수갑문 지역에서는 다시 200%이상의 높

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나타냈다. 외측에서의 표층수와 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평균은 각각 118%(범  

80.7∼136%)와 111%(범  83.1∼126%)로 8월 조사에 비해 표층과 층 모두 증가하 으며, 수평 인 분포는 

조력발 소 북쪽 지역과 외해역에서 상 으로 높은 용존산소 포화도를 보 고 오이도 인근 지역에서는 낮

았다. 이러한 시화호 내측 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증가는 8월 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증가가 일시

인 향이 아닌 조력발 소의 시험가동의 결과로 사료된다. 시화호 내측 10월 표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평균과 범 는 각각 100%와 91.7∼108%로 9월에 비해 증가하 고 수평 인 분포는 내측과 배수갑문 인근 

지역에서 약간 높고 앙부에서는 낮은 수평  분포 특성을 보 다. 층수는 평균 98.7%의 용존산소 포화도

로 표층수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9월의 86.1%과 비교하면 약 12% 용존산소 포화도가 증가하 다. 시화호 

외측 표층수와 층수의 용존산소 포화도의 평균은 각각 97.8%와 95.5%로 9월 조사에 비해 약 20% 감소하

다. 

  이와 같은 시화호 내․외측에서의 용존산소 포화도  분포특성을 조 하는 주요한 원인은 조력발 소 가동

이 에는 표층에서 담수 유입을 통한 양염류 공 으로 인하여 식물 랑크톤이 량으로 번식하고 이로 인해 

생성된 유기물이 층으로 이동되어 유기물 분해과정에서 산소를 량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층에서 매년 하

계에 빈산소 혹은 무산소 층이 형성되었다. 2011년 하계부터 조력발 소의 시험가동으로 인하여 시화호 내측 

․ 층에 시화호 외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문제가 된 층의 빈산소 혹은 무산소 층이 사라진 것은 

향후 조력발 소의 가동은 시화호 내측 층수의 산소 결핍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Month
Temp.

Sal. pH
DO DO SS COD Chl-a

(℃) (mg/L) (%) (mg/L) (㎍/L)

April 12.87 28.82 8.28 10.25 116 9.58 4.7 14.1

June 24.71 26.03 8.61 9.73 136 11.7 9.9 23.1

July 22.91 2.04 7.75 7.53 89.1 24.9 4.9 11.9

August 26.30 16.60 8.35 9.53 130 8.58 5.4 27.5

Septe

mber
25.92 24.70 8.63 14.27 203 8.19 5.8 37.7

Octob

er
18.75 28.12 8.19 7.88 100 6.40 2.4 8.95

mean 21.91 21.05 8.30 9.87 129 11.56 5.5 20.5

Table 1. Water qualities in surface and bottom water of Shiwhwa 

Lake

Surface water

Bottom water

Month
Temp.

Sal. pH
DO DO SS COD Chl-a

(℃) (mg/L) (%) (mg/L) (㎍/L)

April 10.40 29.75 8.21 10.29 111 9.36 3.7 10.9

June 17.40 28.75 7.85 4.38 52.3 11.0 3.2 11.5

July 19.90 23.77 7.55 2.54 32.1 14.2 2.8 2.02

August 22.72 24.49 7.82 5.20 69.8 13.2 2.5 4.17

Septe

mber
23.88 26.92 8.09 6.21 86.1 9.46 2.2 13.8

Octob

er
18.77 28.29 8.18 7.75 98.7 7.37 1.9 6.35

mean 18.85 27.00 7.95 6.06 75 10.77 2.7 8.1

  

3.3. 양염류

  시화호 내측 표층수와 층수의 용존 인산인의 평균농도는 각각 0.002 mg/L(농도범  0.001∼0.010 mg/L)

와 0.005 mg/L(농도범  0.002∼0.012 mg/L)로 층에 표층에 비해 약 2.5배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표 

3-2-5). 4월 조사에서 수평 인 분포는 표층과 층 모두 상류지역인 정  2에서 각각 0.010 mg/L와 0.008 

mg/L로 최  농도를 보 으며 배수갑문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Month

PO4-P NO2-N NO3-N NH4-N SiO2-Si DIN TP TN

(mg/L)

April 0.002 0.014 0.140 0.043 0.146 0.197 0.042 0.603

June 0.024 0.001 0.001 0.030 0.292 0.030 0.112 0.775

July 0.084 0.068 1.259 0.479 1.122 1.806 0.168 2.552

August 0.014 0.046 0.539 0.142 1.282 0.727 0.064 1.222

Septem

ber
0.013 0.014 0.031 0.056 0.274 0.102 0.099 0.734

October 0.045 0.018 0.068 0.234 0.372 0.320 0.075 0.693

mean 0.030 0.027 0.340 0.164 0.581 0.530 0.093 1.097

Table 2. Nutrients, TN and TP in surface and bottom water of Shiwhwa Lake

Surface water

Bottom water

Month

PO4-P NO2-N NO3-N NH4-N SiO2-Si DIN TP TN

(mg/L)

April 0.005 0.013 0.154 0.065 0.096 0.232 0.035 0.559

June 0.058 0.010 0.065 0.239 0.963 0.308 0.084 0.588

July 0.137 0.017 0.224 0.892 1.435 1.134 0.165 1.284

August 0.051 0.018 0.346 0.350 1.064 0.713 0.056 0.816

Septem

ber
0.060 0.030 0.074 0.395 0.607 0.500 0.105 0.853

October 0.049 0.016 0.058 0.268 0.379 0.342 0.064 0.607

mean 0.060 0.017 0.154 0.368 0.757 0.538 0.085 0.785



6월 조사에서는 표층에서 0.024 mg/L(농도범  0.003∼0.155 mg/L), 층에서 0.058 mg/L(농도범  0.004∼

0.123 mg/L)으로 4월 조사에 비해 표층은 약 12배, 층은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층은 정  2

에서 최  농도를 보 으나 층의 경우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정  14에서 0.123 mg/L의 최  농도를 보

다(Table 2). 7월 조사에서는 표층에서 0.084 mg/L(농도범  0.032∼0.129 mg/L), 층에서는 0.137 mg/L(농

도범  0.073∼0.282 mg/L)로 6월에 비해 표층과 층 모두 용존 인산인의 평균농도가 상승하 다. 8월의 경

우 표층에서의 평균농도는 0.014 mg/L(농도범  0.003∼0.091 mg/L), 층에서의 평균농도는 0.051 mg/L(농

도범  0.037∼0.081 mg/L)로 7월 조사에 비해 감소하 다. 시화호 내측 9월과 10월 표층수의 평균농도는 각

각 0.013 mg/L와 0.045 mg/L으로 2011년 총 6회의 조사시기  7월이 가장 높은 용존인산인 농도를 나타냈

다(표 3-2-7). 이와 같이 7월 용존인산인 농도가 높은 이유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하천  토구를 통한 

양염류가 시화호 내측으로 유입된 결과이다. 질산질소의 경우 시화호 내측 표층에서 조사시기별 평균농도

는 4월 0.140 mg/L, 6월 0.001 mg/L, 7월 1.259 mg/L, 8월 0.539 mg/L, 9월 0.031 mg/L, 10월 0.068 mg/L으

로 6월에 최소 농도인 0.001 mg/L을 7월에는 담수 유입의 향으로 인하여 1.259 mg/L로 약 1200배 이상의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후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연구사업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PM56222)"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

다. 시료 채취에 도움을 주신, 조진행 선장님과 나상선 선장님께 감사의 말  드립니다.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2010.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

[2]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방재 , 이정무, 김성근, 김은수, 윤민상, 조성록. 시화호 유역 비 오염물질의 유

출특성  부하량 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14(1), 40-50.

[3] 윤민상, 나공태, 김경태, 김은수, 조성록, 김종근, 이정무, 2010. 시화호 비 오염원의 오염부하 특성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10년 추계학술 회 논문집 179-185.

[4] 한국해양연구소, 1999. 시화호의 환경변화조사  보 책 수립에 한연구 (3차년도). 과학기술처.

[5] 한국해양연구소. 2000. 시화호의 해수화에 따른 환경변화  수질 리에 한 연구(1차년도).

[6] 한국해양연구소. 2001. 시화호의 해수화에 따른 환경변화  수질 리에 한 연구(2차년도).

[7] 해양수산부, 1998.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8] Valderrama, J.C. 1981. The simultaneous analysis of total N and P in natural waters. Marine 

Chemistry 10, 1009-1022.



한강 하구 및 경기만 표층수의 중금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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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Heavy Metals in the Surfac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Gyeonggi Bay

K.T. Kim, J.K. Kim, K. Ra, S.K. Khang, J.M. Lee, E.S. Kim, S.R. Cho (KORDI)

요 약

인구 집   산업개발에 의한 압력이 높은 한강 하구역의 체계 인 리를 한 

연구의 일부로 한강 하구  경기만 수계에서 생지화학과정에 한 정확한 이해

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3년간 한강 하구와 경기만에 정  4곳을 선정하여 계 별

로 약 1 조석주기 동안 표층수의 속 조사하 다. 이를 통하여 용존  입자성 

속의 시·공간 인 분포와 유입 부하량을 산정하 다. 시기  원소에 따라 변

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용존 속 농도는 염분과 한 계를 나타내었는

데 Cd은 염분 증가에 따라 입자로부터 용해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신곡(St. 

CB-1)에서의 조사 시기별 속 평균 농도와 각 조사 일자의 유량을 활용한 한

강을 통한 속 부하량은 시기별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용존 속 부하량

보다 높은 부유물질에 기인한 입자성 속의 부하량이 최  4배정도 높았다.

Key Words : Han river estuary(한강하구), Gyeonggi bay(경기만), 

Water quality(수질), Heavy metal( 속), Input load(부하량)

1. 서 론

하구는 육상과해양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역으로 생물 서식, 산란장으서의 생태학  기능 외에 자연 재

해 방지기능, 심미 인 기능  사회·경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분의 형 하천의 하구는 

환경 리의 사각지 에서 수자원 리  지역개발의 목 으로 자연환경을 잃었다. 낙동강, 강, 산강 하

구는 하구언 건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는 새만  개발, 그리고 섬진강 하구는 골재 채취, 산업기지 건설 용

지 확보를 한 매립·개발 등으로 크게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자연 하구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한반도 부 서쪽에 치한 한강하구는 수도권의 인구 집 과 산업단지, 공항, 항만  신도시 건설에 의

한 개발 압력 상황에 있으며, 하류는 신곡 수 보에 의하여 원활한 유통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상 으로 자연 인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한

강 하구역은 추가 인 개발 압력이 높은 해역이다. 따라서 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하구 기능 훼손 과정의 체

계 인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의 개발과 련한 비와 체계 인 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강 물이 유입하고 있는 경기만에서 COD는 지난 20년 동안 4배 이상, 용존무기질소는 10배 이상 

증가하 으며(임 등, 2007), 경기만에 한 COD 부하의 60%는 한강, 나머지 부분은 인근 도시와 공업단지의 

향을 받는다(인하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993). 한 한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질산염은 증가하 는

데 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권 등, 2006) 하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 

오염물질의 하나인 속은 환경내 다양한 매질을 거치면서 순환하고 있다. 특히 수생태계의 요한 요소인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물에서 농도는 조사 시기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정확한 자료를 얻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수계 

리  속 순환 과정 이해를 해서는 필요한 정보이다. 한강에서 수 의 속에 한 신뢰성 있는 자

료는 청결 기술을 용하여 한강 상류인 북천부터 한강 인도교까지 표층수의 농도분포를 보고한 것에 불과

하다(이 등,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차 환경을 지닌 한강 하구와 경기만의 고정 정 에서 표층수의 시간별 채취에 

의한 속의 시공간  분포 특성과 오염도를 악하 으며, 하구 환경 리를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2. 재료  방법

한강 하구  경기만 표층수 조사 정 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신곡 수 보 바로 아래, 강화도 

서쪽의 염하수로,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의 석모수로, 장 도와 시도 사이에 각각 1개씩, 총 4개의 정 을 선

정하 다. 시료 채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계 별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 으며, 각 조사 때

마다 표층수에 하여 8～12시간씩 시간별로 연속 측을 실시하 다.

수질 조사시 수온과 염분은 YSI-6600, YSI-600XLM을 해수에 직  넣어 측정하 다. 속 시료는 비닐 

장갑을 끼고 미리 산으로 세척한 500 mL들이 폴리에틸 병을 Tygon tubing을 사용하여 PVC 막 에 매달

아 채취한 후 시료병은 먼지가 묻지 않도록 폴리에틸  필름으로 포장한 후 장 실험실로 옮겼다. Clean 

bench 내에서 산세척된 PC 여과지(pore size 0.4 ㎛, 직경 47 mm)를 이용하여 여과하여 용액과 부유물질을 

분리하 다. 용존 속 분석을 한 여과액에는 고순도 HC(lMerck ultrapur)을 가하여 pH 2이하로 처리하

여 분석할 때까지 보 하 다. 수은 분석용 표층수는 산세척된 300 mL Wheaton BOD병을 PVC 막 에 매

달아 채수한 후 여과하지 않은 상태로 BrCl 1.5mL를 가한 다음 폴리에틸  필름으로 포장하여 실험실로 옮

겼다. 용존 속은 Statham(1985)의 용매추출법을 변형시켜서 속을 분리  농축하 다. 입자성 

속은 부유물질을 함유한 여과지를 60mL 테 론 용기(Savillex #561R2)에 넣고 Ultrapure HNO3와 HF를 각

각 2.0, 0.25 mL씩 가하여 150℃에서 분해 후 증발건고 시켰다. 여기에 1% 질산 4 mL를 넣고 뚜껑을 닫고 

낮은 온도에서 약 2시간 재환류시킨 후 상온으로 냉각시켰다(Windom et al., 1991). 이상의 용존  입자성 

속 처리 과정은 Class-100 청결벤치 속에서 행하 으며, 각각 NRC의 표 물질인 CASS-3과 MESS-2

를 이용하여 분석 정확도를 검증하 다. 수은은 장에서 BrCL로 보존․처리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제작된 

자동 수은증기 발생장치와 포집 장치에 농축한 후 원자형 분 기(Tekran 2500)를 이용한 CVAFS법으로 

측정하 다(김 등, 1998).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in the Han 

River Estuary and Gyeonggi Bay 



3. 결과  고찰

한강 하구 4개 정  표층수의 용존 속과 산가용성 Hg에 한 표지 의 시기별 농도 변동은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원소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d은 2006년 11월을 제외하면 담수의 향을 많이 받는 St. CB-1에서 평균 농도 5 ㎍/L 내외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St. CB-2～4에서는 증가하여 각 시기의 평균 농도가 0.06 ㎍/L에 근 하기도 하 으나 

2008년 8월에는 하구에서 0.01 ㎍/L을 약간 상회하는 농도를 나타내었다. Cu는 외해수의 향을 많이 받는 

St. CB-4에서 의 정 에 0.30～1.00 ㎍/L의 범 에 평균 농도는 0.7 ㎍/L 내외를 나타내었으나 St. CB-1～3

은 상승하여 평균 농도로는 1 ㎍/L 내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2006년 8월 는 11월에 가장 낮은 농도

를 나타내었고, 다른 연도에도 하계에 낮은 값을 보 다. 체 조사기간 동안 Ni, Pb, Zn은 각각 0.14～2.40 

㎍/L, 0.008～0.126 ㎍/L(St. CB-3에서 2007년 11월 고농도는 시료의 오염이 의심됨), 0.13～3.83 ㎍/L의 범

로 St. CB-1에서 다소 높고, 외해에서 약간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체로 하계에 낮은 농도를 보 다. 

Mn은 정   시기에 따라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담수권역에서 농도의 편차가 심하 으며, St. 

CB-1은 매년 5월에 79.4～104 ㎍/L의 높은 평균 농도를 나타내었다. 산가용성 Hg은 염분이 높은 St. CB-4

에서 가장 낮으며, 부유물질에 포함된 Hg의 기여에 따라 부유물질 농도가 높은 St. CB-2와 CB-3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Cd, Cu, Ni, Zn 등의 속은 다른 시기보다 하계에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유역내 축 된 비 오염원 기원들이 하계의 많은 강우에 의하여 지속 으로 다량 유출되어 희석효과를 나타

내기 때문이라 단된다.

용존  입자성 속의 합인 총 속에서 용존 속이 차지하는 비율(DM/TM)은 부유물질이 높

은 농도로 존재함에 따라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Cd의 경우 St. CB-2는 2006년 5월에 평균 69.1%, St. 

CB-3은 2006년 5월과 8월에 각각 76.6%, 59.1%, St. CB-4는 각 시기의 평균이 69.0～92.8%의 범 를 나타

내며 용존 성분이 우세하 다. Cu와 Ni의 경우도 외해인 St. CB-4에서 2006년 5월과 8월에 용존 성분이 입

자성분과 같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입자에 의한 기여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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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solved metal concentrations of the surface waters at Sts. CB-1(Singok) and CB-4(Jangbong 

waterway) 



한강을 통하여 유출되는 속의 부하량을 구하기 하여 St. CB-1인 신곡에서의 조사 시기별 속 

평균 농도와 각 조사 일자의 유량을 활용하 다. Cd의 경우 2007년 2월에 극히 은 유량에 의하여 용존 성

분은 5.9 mg/day의 매우 은 유입량을 보 지만 그 외의 시기에는 0.27～0.59 kg/day의 범 으며, 하계에 

높은 유입량을 보 다. 하지만 높은 부유물질에 의한 기여 때문에 입자성 Cd이 용존 Cd보다 1.4～3.7배 높은 

유입량을 보 다. Cu는 용존 성분이 2007년 2월에 0.898 g/day～127 kg/day로 변화가 컸으며, 2007년 8월에 

가장 많은 유입량을 보 다. 하지만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입자성 Cu 유입량은 2.82 g/day～216 

kg/day의 범 로 다른 시기보다 11월에 많은 유입량을 보 는데 용존 성분의 3.7배에 달하 다. Pb과 Zn의 

경우 용존 성분은 각각 0.037 g/day～5.87 kg/day, 1.51 g/day～217 kg/day으로 최  유입량을 제외하더라도 

3배 정도의 유입량 변화를 보 다. 한편 Pb과 Zn은 입자 성분이 각각 2.85 g/day～268 kg/day, 10.8 g/day～

967 kg/day의 범 로 각 시기의 용존 성분에 비해 매우 높은 유입량을 보 다(Fig. 3).

한편 하구를 포한한 해양 환경에서 물질의 분포  거동에 염분은 요한 물리, 생지화학  인자 의 

하나이다. 속 역시 이러한 지역에서 격한 변화를 보이며, 염분과 한 계를 갖는데(Sharp et al. 

1984; Byrd et al. 1990), 이것은 염분 변화가 단순히 물리  희석에 여하는 것과 함께 속의 흡․탈착 

 화학종의 분포에 크게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illero et al. 1987).

0.0E+00

5.0E+01

1.0E+02

1.5E+02

2.0E+02

2.5E+02

C
u 

Fl
ux

 (k
g/

da
y)

May Aug. Nov. Feb. May Aug. Nov. Feb. May Aug.

2006 2007 2008

DM

PM

DM
PM

0.0E+00

2.0E-01

4.0E-01

6.0E-01

8.0E-01

1.0E+00

1.2E+00

C
d 

Fl
ux

 (k
g/

da
y)

May Aug. Nov. Feb. May Aug. Nov. Feb. May Aug.

2006 2007 2008

DM

PM

DM
PM

0.0E+00

5.0E+01

1.0E+02

1.5E+02

2.0E+02

2.5E+02

3.0E+02

Pb
 F

lu
x 

(k
g/

da
y)

May Aug. Nov. Feb. May Aug. Nov. Feb. May Aug.

2006 2007 2008

DM

PM

DM
PM

0.0E+00

2.0E+02

4.0E+02

6.0E+02

8.0E+02

1.0E+03

Z
n 

Fl
ux

 (k
g/

da
y)

May Aug. Nov. Feb. May Aug. Nov. Feb. May Aug.

2006 2007 2008

DM

PM

DM
PM

Fig. 3 Seasonal variation of SS input through the Han river estuary

   

Fig. 4에는 조사 자료  표 으로 우기와 건기의 염분과 용존 속 농도간의 상 계를 나타내었

다. 시기와 정   원소에 따라 분포 형태가 다른데 2007년 8월의 경우 Cd은염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 는데 이것은 용존 형태의 농도가 담수에서 낮고 해수에서 오히려 높은데 이것은 Cd이 담수

와 해수와 혼합 지역에서 염분의 향으로 부유물질로부터 탈착 는 재생산되어 용존 Cd-chloro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Edmond et al. 1985; Martin et al. 1993; 윤과 김 1998). 염분이 아주 낮은 St. CB-1(신

곡)을 제외하면 Co, Fe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지만 Fe은 St. CB-4(장 수도)에서는 낮은 농도를 보 다. 그 

외의 속은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외해의 낮은 속 농도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에는 2007년 8월과 같이 고른 염분 분포를 나타내지 않고 담수와 해수에 

양분되어 편 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항에서 Cd, Fe은 뚜렷한 경향을 찾기 어려우나 그 외의 

속들은 고염분역에서 염분에 하여 음의 상 계를 잘 보여주어 희석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시

하 다.

Fig. 5에는 체 조사 자료가운데 St. CB-3(석모수도)에서의 일부 기간을 선정하여 사계  동안 염분과 

용존 속 농도의 계를 나타내었다. Cd은 체 으로 염분에 하여 양의 상 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

며, 그 외의 원소들은 시기에 따라 음의 상 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

한 연구 결과와 같이 부유입자로부터의 용출과 물리  희석이 주요하게 향을 미친 결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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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salinity and dissolved metals 
of the surfac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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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salinity and dissolved 

metals in the surface water at St. CB-3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하구역의 리  기능회복 기술 개발(PE 9811B)"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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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환경 내 수은의 생지구화학  거동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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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eochemical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mercury in seawater, sediments, 

marine organisms from the Shihwa Lake

Kongtae Ra, Kyung-Tae Kim, Jeong-Keun Kim, Eun-Soo kim, Sung-Rok Cho, 

Jung-Moo Lee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시화호 내 수은의 생지화학  특성  오염도를 조사하기 하여 해수, 퇴 물, 입

자성 침강물질, 해양생물(어류  패류)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한 시화호 수

은 오염의 주요한 원인인 유입하천의 하천수  퇴 물 내 수은의 분포를 연구하

다. 해수와 퇴 물 내 수은 농도는 반월  시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상

으로 높았고 배수갑문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수은이 지속 으로 하천

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퇴 물 주상시료를 통해 시화호 내 과거 

수은의 오염도 분석을 통해, 반월  시화 산업단지가 생성된 이후 수은 농도가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호 내측에 서식하는 어류  패류 내 수은 농

도는 어류의 근육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 으나 국내·외 수산물 내 수은 잔류허

용기 을 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order to study on the biogeochemical behavior and pollution status for 

mercury, mercury was measured in seawater, sediment, settling particle, marine 

organisms such as mussel, oyster and fish from the artificial Shihwa Lake. 

Additonally, the creek water and sediments around Shihwa lake, supposing to 

be potential source for mercury input source has been analyzed. Mercury 

concentrations in seawater and surface sediments showed the highest value 

nearby Banweol industrial complex to be decreased toward the watergate. The 

pollution history of mercury in core sediments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of mercury in sediments afte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early 1980s. The results of mercury concentrations in marine 

organisms collected in Shihwa Lake suggest that their concentration was below 

the maximul residue limits for mercury but mercury concentration in muscle of 

Fish was higher than in bivalves. 

Keywords: Mercury(수은), Shihwa Lake(시화호), Pollution Source

(오염원), 퇴 물(sediments), Industrial complexes(산업단지)

1. 서론

  수은은 metallic (Hg0), mercurous (Hg2
2+), mercuric (Hg2+)의 세가지 산화상태를 가지며 환경내에서 이온

결합보다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기  유기화합물을 형성하거나 organomercurics 등으로 

무기 혹은 유기 수은의 여러 가지 화학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Beckvar et al., 1996). 해수, 토양, 퇴 물  

생물 내 수은은 부분 무기수은염과 유기수은과의 결합형태로 존재하며 유기물질의 OH
-이온과 무기화합물

의 황을 포함한 기능기와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astrup, 1991). 특히 퇴 물에 존

재하는 수은은 다른 속과 흡착하는 특성으로 알려진 oxyhydroxide 재침 층과 연 이 있다(Barro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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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1992). 수은은 해수 에 ppt 수 의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리 연구되고 있다. 수은이 해

양 환경 내 유입되면 입자성 물질에 흡착되어 침 이 되어 지속 으로 환경과 생태에 악 향을 주며, 생물농

축과정을 통하여 먹이망을 통해 상  양단계로 갈수록 생물확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측면에서는 수 환경에서 무기수은이 미생물에 의해 변환되거나 생물에 흡수되어 생성되는 메틸 수

은의 심각성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Berman and Bartha, 1986). 수은에 의한 보건 피해는 일본 미

나마타만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리 알려져 있으며(Wittmann, 1981), 각국에서는 어패류의 식용부 에 

해 규제기 을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내 표층수, 퇴 물, 입자성 침강물질  해양생물 내 수

은의 농도와 거동에 하여 연구하 다. 시화호 내측과 외측에서의 수은의 공간 인 분포, 퇴 물 주사시료

를 이용한 시화호 내 수은의 오염역사 뿐만 아니라 시화호 수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입하천수  

퇴 물 내 수은의 오염도에 하여 연구하 으며, 시화호 내 서식하는 해양생물(어류  패류)의 수은 농도

를 분석하여 해성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Fig. 1. Map of sampling locations in study area.

2. 재료  방법

  시화호 내측과 외측해역에서 수질  퇴 물은 각각 14개 16개 정 에서 2011년도 6월 시료를 채취하 다. 

표층수의 수은은 PVC 막 에 미리 산으로 세척된 300mL BOD병을 Tygon tubing을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

하며 채수하 다(Boyle et al., 1981; 김 등, 2009). 해수 분석용  수은 시료는 채취한 뒤 정제된 BrCl을 

0.5-1.5 mL 가하여 분석때까지 보 하 다. 표층퇴 물은 2011년 6월 시화호 내측 14개 외측 16개 정 에서 

van Veen grab을 이용하여 채취하 고 그랩의 뚜껑과 되지 않은 상층부(1cm 이내)를 미리 산 세척된 

라스틱 스푼을 이용하여 지퍼백에 담아 냉동시킨 후 실험실로 운반하 다. 동결건조 후 균일하게 섞고 분

쇄리로 분쇄한 뒤 200 mesh 체를 통과한 뒤 폴리에틸 병에 넣어 분석시까지 보 하 다. 퇴 물 주상시료

는 2009년 총 5개 정 에서 다이버를 이용하여 채취하 으며 1 cm 간격으로 단한 뒤 표층퇴 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보 하 다. 하천수  하천퇴 물은 2009-2011년 총 7회에 걸쳐 시화호로 유입되는 9개 하

천의 말단부에 시료를 채취하 으며 2010년 10월 산업단지를 흐르는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지역까지 하천퇴

물의 상세조사를 실시하 다. 입자성 침강물질은 2006년-2011년 1개의 정 에서 각각 3-4일간 침강물질 트

랩을 계류하여 채취하 다. 트랩은 해 에서 1 m 상단에 치하도록 설치하 으며 채취된 시료는 즉시 냉동

하여 동결건조 후 퇴 물과 같이 과정으로 수은 분석을 한 시료를 보 하 다. 시화호 내 어류  패류는 

2011년 시화호 내측과 외측 해역에서 다이버 혹은 삼각망을 이용하여 채집하 으며, 실험실에서 정 간, 개

체간 편차를 최소화 하기 하여 약 20-30개체의 비슷한 개체를 선별하여 개체별로 크기와 무게를 측정한 

후 폴리카보네이트  티타늄 재질의 칼로 soft tissue부분을 취하여 균질화를 하 으며 함수율 등을 측정하

기 하여 무게를 잰 뒤 동결건조를 실시하 다. 건조된 생물시료는 퇴 물과 마찬가지로 자동분쇄기를 이용



하여 분쇄하 으며 200 mesh 체로 걸로 폴리에틸  시료병에 넣어 분석시까지 냉동보 을 하 다. 

  수은은 실험실엣 제작된 자동수은증기 발생장치와 포집 장체에 농축한 후 원자형 분 기(Tekran 2500)

를 이용한 CVAFS법으로 측정하 다. 분석과정은 보존된 시료에 30% NH2OH·HCl 0.2 mL를 넣어 정치한 

다음 시료 150 mL를 취하고 20% 염화 제1주석 0.5 mL를 가하 다. 이후 Ar을 1L/min의 속도로 5분간 흘려

주어 발생된 수은증기를 석  내 충진된  코일에 포집한 뒤  트랩내의 세라믹 히터에 600℃ 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으로 분리된 수은 증기를 원자형  검출기로 측정하 다(김 등, 1998). 퇴 물  생물시료

의 수은 분석은 시료를 oven(60℃)에서 완 히 건조시켜 습기를 제거한 뒤 U.S. EPA methodd 7473에 의하

여 열분해  포집 방식을 이용한 Hydra-C (Teledyne Technologies C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된 수은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하여 ORMS-4, MESS-3, CRM 2976, 1566a, DORM-2 등의 국제 으로 

공인된 표 물질을 함께 분석하 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mercury in seawater and surface sediments at June 2011, of Shihwa 

Lake and outer sea 



Fig. 3. Vertical profiles of mercury concentrations in core sediments from Shihwa Lake.

3. 결과  고찰

3.1. 수은의 공간 인 분포 특성

  2011년도 6월에 채취한 시화호 내측에서의 표층수 내 수은의 평균농도는 1.21 ng/L(농도범  0.13-5.68 

ng/L)로 나타났다(Fig 2.). 정 별로 살펴보면 반월 산업단지와 가장 인 한 상류지역인 정  1에서 최고 농

도인 5.68 ng/L을 보 고 앙지역인 정  8에서 최소 농도인 0.13ng/L의 농도를 보여 정  1이 정  8에 비

해 약 43개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갑문 지역인 정  14에서는 1.40 ng/L의 농도를 보여 배

수갑문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정  13와 정  14 에서는 각각 1.62 ng/L와 1.4 ng/L의 농도를 보여 배수갑문

을 통한 외해수의 유입에 따른 향으로 시화호 앙부에 비해 농도가 약간 높았다. 시화 외측 표층수에서의 

수은의 평균농도는 1.11 ng/L(농도범  0.45-3.02 ng/L)으로 내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측에서는 정

 15에 치한 안산  시화 하수처리장 방류구의 향으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고 외해역으로 갈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 배수갑문을 통한 시화호 내측 해수의 외측으로의 방류의 향으로 인

하여 정  19에서 1.39 ng/L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시화호 내측과 외측 표층퇴 물 내 수은의 공간 인 분포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내측에서의 수은의 평균농도와 농도범 는 각각 0.062 ㎍/g과 0.014-0.131 ㎍/g이었

으며 외측에서는 0.016 ㎍/g와 0.002-0.036 ㎍/g의 평균농도와 농도범 로 내측에서의 수은의 평균농도가 외

측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내측에서는 정  9에서 최고 농도인 0.131 ㎍/g의 농도를 보 으며 산업단지 인근

인 정  1에서 0.106 ㎍/g의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정  9에서 최고 농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 지역의 

수심이 가장 깊고 입도 조성이 가장 세립하기 때문이다. 시화호 내측에서 퇴 물 내 수은의 공간 인 분포는 

상류  수심이 깊은 앙지역에서 상 으로 높고 배수갑문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외측에서

의 퇴 물 내 수은은 공간 인 분포는 소래포구 인 한 지역과 외해역에서 상 으로 낮았으며 시화방조제

와 LNG 기지 앙지역에 상 으로 높은 수은 농도를 나타냈다. 퇴 물 내 수은의 농축계수(enrichment 

factor)는 내측과 외측의 평균이 각각 5.3과 1.6으로 내측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한 유입으로 인하여 인 인 

오염이 심각하며 외측에서는 상 으로 오염이 덜 된 것으로 나타났다. 



Site Year Conc. EF Igeo

SH02 2001-2009 0.179 21.5 4.0
1994-2001 0.195 26.1 4.2
1979-1994 0.160 20.7 3.8

SH04 2001-2009 0.093 11.2 3.1
1994-2001 0.123 15.6 3.5
1979-1994 0.141 18.3 3.7
before 1979 0.055 7.8 2.4

SH07 2001-2009 0.084 9.5 3.0
1994-2001 0.110 13.7 3.4
1979-1994 0.064 7.9 2.3
before 1979 0.009 1.2 -0.3

SH09 2001-2009 0.117 12.9 3.5
1994-2001 0.128 16.4 3.6
1979-1994 0.033 4.0 0.9
before 1979 0.004 0.5 -1.4

SH13 2001-2009 0.031 3.8 1.6
1994-2001 0.032 3.9 1.6
1979-1994 0.017 2.3 0.2
before 1979 0.005 0.7 -1.1

Table 1. Average concentrations, enrichment factor and 

geo-accumulation index for mercury in core sediments.

3.2. 퇴 물 주상시료를 이용한 시화호 내 수은 오염도 역사

  시화호 가장 상류지역인 정  1에서의 퇴 물 내 수은의 수직  분포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정  1에서

의 수은의 평균농도는 0.178 ㎍/g(농도범이 0.078-0.317 ㎍/g)으로 나타났으며 퇴 물 깊이에 따라 증가 감소

가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반이상의 정 에서 ERL을 과하는 높은 농도를 보 다. 정  3에서 퇴 물 

주상시료 내 수은의 평균농도는 0.111 ㎍/g으로 정  1에 비해 약 60% 수 으로 감소하 으며 총 43개 시료 

 5개만이 ERL을 과하고 있었다. 40 cm 이상의 깊이에서는 0.050 ㎍/g 후의 수은 농도를 보이다가 30 

cm부터 격히 증가하여 최고농도는 31 cm 깊이에서 0.135 ㎍/g를 보 고 이후 표층으로 갈수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  6에서의 평균 수은 농도는 0.051 ㎍/g으로 정  3의 반 수 으로 감소하

으며 모든 깊이에서 ERL을 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에서 16 cm 깊이까지는 0.010 ㎍/g이하의 

낮은 수은 농도를 보이다 이후 증가하여 12-14 cm 깊이에서 0.120 ㎍/g을 과하는 최  농도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5-6 cm 깊이에서 다시 농도가 증가하 다. 정  7에서의 평균농도는 0.023 

㎍/g으로 정  1의 1/9 수 으로 감소하 으며 층에서 9 cm 깊이까지는 0.010 ㎍/g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

이기 시작하다 이후 격히 수은 농도가 증가하여 4 cm 깊이에서 최고농도인 0.141 ㎍/g를 보 다. 배수갑문

에 인 한 정  12에서의 수은의 평균농도는 0.019 ㎍/g로 정  7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7의 경우에는 9 cm 이상의 수심에서 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정  12에서는 약 30cm 깊이에서 완만히 

증가하고 이후 균일한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6, 7, 12의 모든 퇴 물 깊이에서 ERL기

을 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에서는 총 5개의 퇴 물 주상시료를 시화호의 주된 환경변화

인 산업단지 조성  운 , 시화방조제 건설, 배수갑문을 통한 외해수의 유입 등에 수은의 농도, 농축계수  

농집계수의 비교를 실시하 다. 반월  시화산업단지 건설이 에는 상 으로 낮은 농도를 보이다가 산업



단지 조성  운 과 함께 수은 농도가 증가하 고, 정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화방조제 건설이후

에도 해수교환의 제한  지속 인 하천을 통한 속의 유입 등의 향으로 수은 농도가 증가하 다. 그러

나 2001년 시화호의 해수 담수화 포기 이후 배수갑문을 통한 외해수의 유입이후에는 외해수와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 기간동안 시화호 내 수은의 농도가 이 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배수갑문을 통한 

외해수의 유입이 시화호 내 수은 오염을 약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Average mercury concentration of creek water and sediments flows into 

the Shihwa Lake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mercury concentration in creek sediments penetrates the 

industrial complex.

3.3. 시화호 내 수은 오염기원 악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수  하천퇴 물 내 수은 농도 비교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시흥천(C4)에서 하천

수와 하천퇴 물이 최  농도인 46.3 ng/L와 2.54 ㎍/g으로 다른 하천에 비해 농도가 높았다. 하천수의 경우, 

수은의 평균농도는 시흥천>군자천>정왕천>옥구천>신길천>안산천>반월천>동화천>삼화천순으로 산업단지를 

통하는 하천수 내에서 수은농도가 상 으로 높았으며 농업지역을 흐르는 하천에서는 낮은 수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천 퇴 물 역시 하천수와 유사하게 산업단지 내 하천에서의 퇴 물 내 수은 농도가 가장 

높았고 농업지역 하천에서는 상 으로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시화호 내 수은의 오염원은 반월  시화 

산업단지를 통하는 하천을 통한 주요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시화 산업단지를 통하는 

5개 하천내에서의 퇴 물 수은의 공간 인 농도비교를 나타내었다. 옥구천(C1), 군자천(C2), 정왕천(C3)의 경

우, 상류지역에서는 상 으로 낮은 수은 농도를 보이다가 하류로 갈수록 퇴 물 내 수은 농도가 증가하



다. 이들 3 하천의 경우 상류 지역은 주거  상업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특별한 수은 유입원이 존재하지 

않으나 산업단지를 통과하면서 농도가 격히 증가하여 산업단지 내 치한 배수구  하수구의 오  등으

로 인하여 수은이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흥천(C4)의 경우, 상류지역이 시화 산업단지 간 지

에 치하고 있어 상류 지역부터 하류지역까지 다른 하천에 비해 높은 수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3.4. 시화호 내 수은의 침강 럭스

  시화호내 침 되어 퇴 되는 입자성 침강물질 내 수은 농도  럭스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입자성 침

강물질 내 수은의 평균 농도는 0.082 ㎍/g(농도범  0.065-0.117 ㎍/g)으로 시화호 내측 퇴 물 내 평균농도

인 0.062㎍/g에 비해 약간 높았다. 조사 시기에 따른 비교는 입자성 침강물질의 럭스가 상 으로 높은 

하계-추계에 약간 높았다. 단  미터 당 1일 수은의 평균 럭스는 1.53 ㎍으로 나타났다.  

Year Month TOC Al Hg EF Igeo
Total  
 flux

TOC  
 flux

Al   
flux

Hg   
flux

% % µg/g g 
m-2d-1

g 
m-2d-1

g 
m-2d-1

µg 
m-2d-1

2007 June 3.39 6.81 0.117 9.5 3.5 31.1 1.06 2.12 3.65
October 2.47 7.57 0.091 8.1 3.1 7.8 0.19 0.59 0.71

2008 August 3.99 6.61 0.086 7.6 3.0 14.2 0.57 0.94 1.22
October 2.55 7.87 0.084 7.7 3.0 21.7 0.55 1.71 1.82

2009 June 3.08 8.90 0.083 9.0 3.0 57.9 1.78 5.15 4.78
July 2.87 7.91 0.081 8.2 2.9 7.5 0.21 0.59 0.61

August 2.75 9.20 0.096 7.6 3.2 26.7 0.73 2.46 2.57
September 5.02 8.26 0.066 6.4 2.7 3.2 0.16 0.26 0.21

2010 March 5.33 7.10 0.102 10.6 3.3 0.9 0.05 0.06 0.09
April 4.10 8.25 0.066 6.6 2.7 3.6 0.15 0.30 0.24
June 2.56 6.71 0.065 6.7 2.6 51.3 1.31 3.44 3.31

August 4.33 8.83 0.099 11.0 3.2 8.9 0.39 0.79 0.89
October 3.44 8.46 0.073 6.7 2.8 17.7 0.61 1.49 1.28

2011 April 4.04 7.75 0.069 6.3 2.7 4.9 0.20 0.38 0.34
June 3.87 8.36 0.069 6.2 2.7 23.3 0.90 1.95 1.61
July 2.69 11.8 0.081 8.4 2.9 6.0 0.16 0.71 0.49

August 2.91 10.0 0.087 8.3 3.1 16.0 0.47 1.61 1.40
September 3.35 8.7 0.068 7.3 2.7 26.7 0.59 2.33 1.83

October 2.49 8.88 0.081 6.7 2.9 25.7 0.64 2.28 2.07
Min. 2.47 6.61 0.065 6.2 2.6 0.9 0.05 0.06 0.09
Max 5.33 11.8 0.117 11.0 3.5 57.9 1.78 5.15 4.78
Mean 3.43 8.31 0.082 7.8 3.0 18.7 0.58 1.53 1.53

Table 2. Mercury concentration and fluxes in the settling particles at St. 7 of Shihwa Lake during 

2007 to 2011. 

3.5. 어류  패류 내 수은 농도

  시화호 내측에서의 진주담치내 수은의 평균농도는 0.005 ㎍/g(농도범  0.001-0.016 ㎍/g)으로 나타났다. 시

화호 외측의 경우 0.004 ㎍/g의 평균농도로 내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호  외

해역에서 채집한 굴 체내 수은의 평균농도는 각각 0.004 ㎍/g(농도범  0.001-0.007 ㎍/g)와 0.005 ㎍/g(농도

범  0.001-0.009㎍/g)으로 나타나 시화호 내측과 외측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으로 진주담치와 굴 간의 



차이 역시 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뿔고둥 근육 내 수은의 평균농도는 내측과 외측이 각각 0.007 ㎍/g와 

0.011 ㎍/g으로 외측이 내측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시료크기에 따른 차이로 단된다. 어류의 경우, 시화호 

내측에서 채집한 어류 근육의 수은 평균농도는 0.049 ㎍/g으로 진주담치  굴의 평균에 비해 약 12 배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화호 내측  외측에 서식하는 어류  패류 체내 수은 농도는 국내 수은 

잔류 허용기 인 0.5 ㎍/g을 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Mercury concentrations in mussel, oyster, muricidae and 

fish collected from Shihwa Lake and outer sea, 2011. 

후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연구사업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PM55531, PM56222)"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

행되었습니다. 시료 채취에 도움을 주신, 조진행 선장님과 나상선 선장님께 감사의 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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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수질변화 추이

- 양염류와 속 심으로 -

박 석, 채홍기, 오정우, 임병만, 강진성, 여 화 

해양경찰연구소

요 약

   해양배출 폐기물은 일반 으로 많은 양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해

양수질 뿐 만 아니라 해 에 퇴 된 후 퇴 물의 용출에 의해 해양환경에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하수오니 등은 재까지도 우리나라가 런던 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OECD가입 국가들 에서 유일하게 해양배출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72 런던 약  ’96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련 규제의 강화을 통하여 2005년도 

1000만톤에 가까운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2011년도 400만톤 이하로 감축시켰으며, 특히, 가

축분뇨  하수오니는 2012년도, 그리고 음폐수는 2013년도부터 해양배출을 지하는 등 폐

기물 배출해역의 환경을 회복시키기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폐기물 해양배출 해역인 서해병, 동해병․정 3개 해역을 상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장기 으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해양배출로 

인한 해수질 변화  양상태를 악하 으며, 특히, 2006년 이후 해양투기량 감축에 따른 

해 퇴 환경의 특성을 조사하 다. 

   조사항목으로는 부 양화의 요인이 되는 양염류(NH4-N, NO2-N, NO3-N, PO3-
4-P)  

클로로필-a,을 비롯한 미량 속(As, Cd, Cr, Cu, Pb, Zn, Hg)을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하

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조사해역의 해수질 농도분포는 서해병해역이 DIN 2.18 ∼ 7.56 uM, DIP 0.17 ∼ 

0.49 uM의 범 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동해병해역은 DIN 2.29 ∼ 6.30 uM, DIP 0.16 ∼ 0.34 

uM농도를 나타내었다. 한 동해정해역은 DIN 2.04 ∼ 4.68 uM, DIP 0.15 ∼ 0.23 uM로 동

해정해역의 농도가 반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계 별 농도분포는 2월이 5월에 비하

여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해양배출량의 감축에 따른 해 퇴 환경은 2010년 

이후부터는 미량 속의 농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006년부터 시행된 폐기

물 해양배출 감축정책의 효과가 부분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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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구난 기술동향  기술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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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 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와 천안함 침몰사고는 해양사

고에 한 체계 인 응과 기술개발이 얼마나 요한가를 일깨워  계기가 되었다.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평상시에 과학 이고 체계 인 신속 응체계 구축과 기 응기

술, 사고선박의 구난기술을 확보하고, 구난 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국내 민간 구난업체 실태  구난 기술동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응능력과 사고선박의 구난기술 향상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Keywords : Marine Incident(해양사고), Salvage(구난), Salvage Operation(구난작업), Rapid 

Response(신속 응),  Salvage Training(구난교육),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허베이스 리트호 충돌사고,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2011년 형 화물선 충돌

사고  연안유조선 폭발사고 등 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하 다. 특히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

고는 우리나라의 사고선박 구난체계와 기술수 을 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는 귀 한 

인명사상과 환경오염은 물론 재산 손실 등의 피해를 유발시킨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사

고 기 신속하고 한 응과 유류오염 방지  사고선박의 최  구난이 매우 요하다. 

이와 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양사고 응체계와 사고선박의 구난기술과 련된 국내 기술동향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효율 인 응체계 구축과 사고선박 구난기술 향상에 필요한 사고 기 응 기술 개발과 

사고선박 구난기술 개발, 구난작업을 직  수행하는 구난 문 특수인력 양성을 한 장기 기술개발 방안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은 2011년 6월 완료된 “지능형 해양구난 시스템 개발” 기획연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주 ) 결과와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인 “지능형 해양구난 핵심기술 개발”과제에서 수행된 해양구난 기술개

발 장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국내 해양구난 기술개발 동향 조사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는 해양사고를 방하기 해서 다양한 규칙과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세계 으로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1], 2007년 허베이스 리트호 충돌사고, 2010년 딥 워터 호라이즌호 폭발  화재사고와 같은 형 해양사고

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실이다. 이와 같은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는 사고 기 응의 성과 신

속한 구난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선박의 구난과 련하여  우리나라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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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응능력 향상과 선박구난 기술 개발 략을 수립하기 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응체계와 국내 

민간 구난업 실태를 살펴보고, 사고 기 응기술과 사고선박의 구난기술, 구난 문 인력 양성 분야에 한 

기술동향을 조사하 다.

2.1 국내 민간 구난업체 황

국내 민간 구난업체 실태 악은 업체를 직  방문하여 장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양사고 련 국내 구난업체의 부분은 부산과 인천에 집 되어 있으며, 2006년 선박

안 법 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선박구조가 가능하 던 것이 신고업으로 변경되면서 재는 별도로 집계

되지 않고 있으나, 재 국에서 사고선박의 구난업에 종사하는 크고 작은 업체를 상으로 황을 조사하

다. 조사 상 구난업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국의 주요 항만을 심으로 수도권  경기권, 호남권, 

남권에 부분의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충청권과 제주권에 일부 구난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재 국내 구난업체의 동 업종 종사년수와 수행업무를  설문조사에 응답한 20개업체의 조사 결과를 분

석하면, 평균 구난작업 종사기간은 약 16년이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구난작업에 종사한 업체는 28년으로 

조사되었다. 한  국내 구난업체의 주요 사업분야는 해난 구난업(Salvage)보다는 수 공사  설업 는 

선박 해체업  량물 인양사업을 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 공사  설업과 선박 해체업  

량물 인양사업이 20개 조사업체  15개의 업체가 수행 에 있었으며(75.0%), 해양구난업과 Diving이 13개 

업체로 65.0%, Marine engineering  기타 해양 련 사업은 체 20개 업체  12개 업체만이 수행하고 있

으며 그 비율은 65.0%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업무 분포는 사고선박의 구난작업 물량이 지속

으로 발생하지 않고, 물량 한 소량이기 때문에 구난업체가 생존하기 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악된

다. 따라서 민간 구난업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구난작업 물량 확보와 함께 평상시 구난업체가 주로 종사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구난작업 외에 부분의 업체에서는 수  토목공사와 해상구조물철거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화물  유류이  작업, 항만 건설작업, 교각 안 검사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구난업체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에 

둔 문기술인력과 구난장비의 보유가 필수 이라 할 수 있으나, 부분의 구난업체가 선박 운항(해기사)이

나, 잠수 작업인력(잠수사)에 치우쳐 있으며, 사고선박과 련된 각종 구난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 련 

문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Barge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선과 일반 지원선박, 크 인선의 순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보유

선박은 부분 소형선박이며, 구난 용 지원선박을 보유한 업체는 무하 다. 한 부분의 업체에서 수

단  용 장비와 수 작업에 필요한 잠수장비와 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서는 치료용 

Camber와 ROV와 같은 첨단 조사장비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내용 수행업체(수) 수행율(%)

해난구난업(Salvage) 13 65.0

선박해체업  량물 인양사업 15 75.0

인업  해상운송사업 11 55.0

수 공사  설업 15 75.0

퇴 오염물 수거업  해양환경 복구사업 7 35.0

Diving 13 65.0

Marine engineering  기타 해양 련사업 12 60.0

해양화재 진화작업 2 10.0

기타 2 10.0

표 1. 국내 구난업체의 주요사업  수행율

2.2 국내 해양사고 기 응  선박구난 기술 동향

해양사고 선박의 구난기술 동향은 기 응 체계구축 분야와 기 응 기술, 장에서 활용되는 사고선



그림 1. 구난 응체계도

박 구난기술, 구난 문 특수인력 양성 교육훈련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며, 각 분야별 기술 동향 조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해양사고 응체계

국내 해양사고 응체계 구축과 련된 국내법을 살펴보면, 1989년 해난구조 약을 참조로 2007년 개정 

해상법(2008년 8월 4일 시행)에서는 해난구조에 하여 해난구조 보수결정기 (동 약 제13조), 환경손해방

지작업에 한 특별 보상규정(동 약 제14조), 구조료의 지 의무(제886조), 계약구조, 구조료의 지 의무와 

구조자의 책임제한규정(제775조)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박의 구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할

기 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가능하 으나, 2007년 8월 구든지 선박구난작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작

업장소를 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가능한 신고제로 개정(제19조(조난된 선박의 구난

작업 신고))된 상태이다. 한, 구난과 련하여서는 「재난  안 리 기본법」을 토 로, 「수난구호법」, 

「선원법」, 「해사안 법」 등의 법령에서 구난과 련된 할, 구조방법,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한 응체계를 살펴보면, 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국토해양부(해양

경찰청)에서 업무를 장하고 있으며, 긴 구조기

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해양재

난에 한함)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SAR 약에 가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해 「수

난구호법」을 개정하 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의 방과 구난을 해 

해상 수색구조체계를 정립하고 수상재해 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색구조 활동을 해 해양경찰청에 

앙구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에 역구조본부를, 

14개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수난구호법 제5조 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13조 수난구호업무의 할, 그림 1. 참조). 

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해양사고 응과 련

된 주요 매뉴얼은 규모 해양사고 기 응 업무 

매뉴얼( 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응매뉴얼 등), 

풍수해(태풍) 재난 기 응 매뉴얼, 해경서 심의 

할해역 사건사고 장 응 매뉴얼 등에 해양사고 

응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한 지방해양경찰서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도 할 해역을 상으로 각종 

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나. 해양사고 기 응 주요 기술 개발

국내에서 해양사고 발생 기에 응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황은 다른 기술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기술개발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SPAS-SARSAT시스템은 1979년 미국, 국, 랑스, 캐나다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성을 

이용하여 조난된 항공기(ELT), 선박(EPIRB), 인원(PLB)로부터 발신된 조난신호를 수신하기 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 해양항만청이 구축하여 1997년도부터 해양경찰청이 인수하여 재까지 운용 에 있다. 

한, 1997년부터 5년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난 사고 응 기술 개발” 과제가 수행되어 성통신을 이용

한 역 연안 제 시스템 구축과 수색지원시스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해양조사원에서는 자해도 바탕의 

해양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그 외에 국내에서는 국제 표 의 자해도 표시 시스템  속성 정보 

활용 기술 개발, 무궁화 성을 이용한 연안 선박 치추  시스템 구축, 실해역 선박 표류 시험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어선 형태  해양 환경에 합한 표류 선박 치 추정 알고리즘 개발 등이 수행되었다. 국토해

양부는 2003년부터 해양안 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구축하여 선박 치추 장치(AIS)를 이용한 선박모니

터링(VMS)과 선박장거리 치추 (LRIT)을 실시하고 있으며, 33개의 해양안 정보통합 DB를 구축하여 유 기

  국민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자연재해  해양사고, 안 항행지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해 해양 련 국가기 과 산업체, 그



리고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 황과 측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에 있

다. 침몰선박 등 수 에 침몰 물품에 한 수색 구조는 수상선 표류 측기술을 활용하거나, 음 탐지기와 무

인잠수정 등 첨단 수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직  수색  탐사를 하고 있으며, 사고 기 손상선체에 한 

응 조치 기술과 사고 기 사고선박의 안정화에 한 기술 개발 사례는 없으며, 선체 구조측면에서 국부강도 

해석 연구와 손상범  추정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해양사고 발생 기 사고선박의 조사와 요한 시료 채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서 6,000m  

무인잠수정과 무인자율잠수정(AUV)을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바 있으며, 재는 6,000m  무인자율잠수정

(AUV)와 강조류, 시계 등 악조건의 해양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다  로 을 개발 에 있다. 한 

수 음향 무선통신시스템에 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무인잠수정(HYSUB50):침몰선 조사작업 모습>

그림 2. 국내 보유 무인잠수정 황

다. 해양사고 구난기술  시스템 구축 황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에 해양사고에 비 응하기 한 연구개발을 착수하

다. 외와 련하여 정부에서 수립한 주요 계획  사고선박의 구난기술 개발과 련된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살펴보면, 1996년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해양안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해양안

장기 발 계획”, “어선해양사고 방지 장기 발 계획”, 해양과학기술 장기 계획,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등이 있다.[2][3]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수행된 부분의 기술개발 내용이 해양사고 방 

 해양안  확보, 유류오염 응를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사고선박의 구난(Salvage)에 특화된 연구

는 아직 본격 으로 수행된 바 없다. 다만 사고선박의 구난과 련하여 침몰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한 목 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침몰선박 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된 바 있으며, 본 사업에

서는 침몰선박의 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자해도 기반의 국내 연안 침몰선박 분포도(지도)를 개발하

여 재까지 국내 침몰선박 리에 활용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국내연안에 침몰된 선박  해도가 높은 

선박을 선정하여 치수색과 수  선체 정 조사를 실시하 다(그림 3. 참조). 한, 침몰선박(단일선체구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을 무인회수 할 수 있는 핵심기술과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해역 성능시험을 완료한 상

태이다.[4]

침몰선박 인양 기술과 련하여 해상크 인을 이용한 침몰선박 인양력 계산 연구[5]와 심해의 해  생산 

랜트 설치와 련하여 해상크 인의 해상작업 수치 시뮬 이션과 련된 연구[6]가 수행된 바 있으며, 선박

의 안 설계 에서 “선박의 생존성평가 시스템 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 용역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4

년까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을 한 선형과 구획에 한 모델링 기술과 랑  손상거동 

해석기술, 랑  손상 복원성  구조 안 성 평가기술 등이 연구되었다.[7] 학과 연구기 에서 선체구조 

분야를 상으로 충돌, 피로 괴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침몰선박의 인양이나 손상선박의 안 에 

한 연구가 부분 으로 수행된바 있으며, 련된 주요 연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비 칭 손상 선박의 잔류 종강도 평가를 한 간이 해석알고리즘 개발에 한 연구

      ∙ 충돌  좌  사고에 의한 형 상선의 손상 추정연구

      ∙ 선박설계단계에서 손상안 성 평가에 한 연구



      ∙ 충돌시 선수구조의 손상추정에 한 연구

국내에서는 사고선박과 직 인 련성을 지만 과거부터 선박 건조와 련하여 선박 설계에 활용하

기 한 선박계산 로그램, 선체구조 설계 측면에서의 선체강도 평가  계산 로그램 등이 이미 연구 개

발되어 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 확보된 련 개발 기술을 사고선박 구난기술 개발에 활용한

다면 단시간내에 좋은 연구결과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국선 에서는 선박긴 응답서비스(ERS: 

Emergency Response Services) 로그램을 통해 한국선 에 등록된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시 긴  구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3. 참조).[8]

선박에 발생한 공을 임시로 응 조치 기술로 재 목침, 패드, 테이  밴드, 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 2009년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공 쇄장치를 개발하여 시

제품 제작과 해상 시연회를 실시한 바 있다(그림 4. 참조).[9]

그림 3. 선박긴 응답서비스 운용 

 

그림 4. 선박 공 쇄장치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국내 최 로 무인잠수정과 수  계측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심 100m에 침

몰된 선박의 정 조사와 선체 외  두께 등을 계측하 음. 한, 2006년에는 수  100m에 침몰된 선박 내부

에 잔존하고 있는 기름의 샘 을 채취하는데 성공하 다(그림 5. 참조).[4] 해상에서 인선의 안 성과 인

기술, 인선박 건조 기술, 인선의 해양사고 방지 기술 등이 오래 부터 개발되어 장에서 사용되고 있으

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재 사고선박의 인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 개발된 기술은 항행 인 선박이

나, 평온한 상태의 해상상태에 합한 기술로서, 악조건과 다양한 형태의 사고선박의  인을 해서는 추가 

연구와 용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그림 6. 참조).

 

그림 5. 침몰선박 조사  수  작업 사례(2006년 포항)

 

그림 6. 사고선박 인작업 사례(2011. 12. 남해)

라. 구난 문 특수인력 교육훈련 황

해양사고 선박의 구난작업에는 선박성능에 한 기본지식과 해상 작업, 선박 항해, 수 작업, 수  잠수, 

특수장비 운용 기술 등을 보유한 특수 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 국내에서는 잠수사 양성교육은 한

국 폴리텍 3 한 강릉캠퍼스, 한국 산업잠수기술인 회, 한국해양 학교, 남진 수 잠수학교, 다이버 리퍼블

릭(서울), 해군, 해경에서 년간 약 190여명의 잠수사가 양성되고 있으나, 국제인증기 (IMCA(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 Association)에서 인정한 교육기 은 없는 실정이다. 한, 국내에는 사고선박의 구난에 반

드시 필요한 사고선박 성능평가, 해상작업, 사고선박 인  처리 등과 련된 문교육을 실시하는 기 은 

무하다.



그림 7. 해양구난 기술분야(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

3. 해양구난 기술개발 방안

해양구난 기술분류는 핵심과제를 기 응, 구난기술, 구난인력 양성분야으로 구분한 후 각 분야별로 국

내외 기술개발 동향, 우리나라의 기술 수 , 기술개발의 우선순 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추진과제을 선정하 다. 그러나 선정된 추진과제는 련 연구진과 문가들의 검토에 의한 것으로 부분별로 

부족한 이 존재하며, 앞으로 각 계의 문가와 민간 소요기술 조사 결과,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지속  수

정 보완이 필요하며, 실행계획은 이와는 별도로서 주어지는 련 산과 연구기간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분야별 기술에 한 정의와 범 ,  추진과제별 기술개발 내용 간략히 설명하

고, 상세한 기술개발 계획은 생략한다.

3.1 기술의 개요  정의

가. 기술의 정의

련법과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해양구난(salvage)이란? 해양에서 험에 처해있는 선박, 화물, 인

명의 구조를 말하며, 해양구난기술이란 해양사고로부터 인 , 물 ,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분야로서,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 조난자  조난선박의 신속한 수색(搜索)  구조(救助), 사고선박의 

신속하고 안 한 구난(救難)  사고확 (擴大) 방지, 불가항력 인 요인으로 침몰(沈沒)한 선박의 수색  오

염원제거(除去 는 回收), 선체인양(引揚)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술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기술의 범

 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로부터 실제 , 잠재 으로 인명과 재산, 환경에 을 가하거나 향을 주는 범

로서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 손상, 선박  화물 등 재산 상실, 1차 사고에 이은 2차사고 발생 등  해양사

고 발생시 인명-재산-사고선박 구난에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해양구난 분야의 핵심기술 범 로 설정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선박의 구난조치는 3단계로 구

분할 때 제1단계는 동 응 단계이며, 제2단계는 

동 응 이후 실시하는 사고선박의 구난조치 단계이고, 

제3단계는 구난된 사고선박의 안  이동 등 사고선박 

처리  사후수습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해양구난 기술개발”에서는 사고선박 구난조

치 1단계와 2단계에 용 가능한 동조치 기술과  

사고선박의 구난계획  장 구난작업 기술 에서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 /원천기술  이

를 장에서 활용하기 한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민

간 구난업계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요한 법제도 개

선과 문 분야로서의 장 인력의 교육훈련 기반확

보를 범 로 설정하 다.

다. 기술체계의 분류

 “해양구난 기술”은 2008년 개정된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에서 해양환경과 해양안 /교통기술에 속하

며, 국토해양부에서 분류한 해양과학 기술분류 체계에

서는 해사안 과 해양환경에 포함된다(그림 7. 참

조).[10]

3.2 핵심과제별 추진 략

가. 해양사고 기 응 체계  기술

○ 정의 : 해양사고 기 응에 필요한 매뉴얼, 치 측기술 등 해양사고 기 응 기술  신속 구난



응 시스템 구축을 뜻함

○  추진과제  기술개발 내용

- 사고선박 기 응 매뉴얼 개발 : 사고선박 종류, 사고형태, 규모 등에 합한 사고선박의 구난의 단계

 응 표 매뉴얼 개발

- 사고선박 구난 신속 응 시스템 구축 : 해양사고 기 응 지원 산시스템과 국내 련 기 에서 보유

하고 있는 사고선박 탐색  수  작업 장비, 민 군 응체계가 융합된 사고선박 구난 신속 응시스

템  응체계 구축

- 선내비상 응체계 수립 : 비상  조난 상황에서 인 ·물  피해 최소하를 한 선내비상 응체계 구축

- 수  로 을 활용한 해양사고 응기술 개발 : 무인잠수정, 다  수  로  등 재 국내에서 개발되

었거나 개발 인 수  로 을 이용하여 수 (열악한 해양환경 극복) 사고선체 조사  구난작업 지원

에 필요한 응기술  특수장비 개발

- 사고 확  방지 기술 개발 : 충돌, 좌 , 복, 화재선박의 사고확 를 방지하는데 핵심요소 분야인 선

체외 의 손상확  방지기술  좌 / 복선박의 2차 사고가능성을 측/평가/방지 기법 개발

- 해양사고 황정보 운용시스템 구축 : 사고 인근해역의 기상  해상정보, 사고종류를 포함한 사고규모 

 상황정보의 동 상, 이미지  문자에 의한 멀티미디어 정보 운용기술  통신시스템 구축

- 침몰선박 치 측기술 개발 : 침몰선박(물품 포함)의 침몰 치를 사고 기 측하기 한 기술  시스

템 개발

- 손상범  추정기술 개발 : 좌 선박과 충돌선박의 외력으로 인한 선체 손상범 를 추정하는 기술  시

스템 개발 :  

- 구난지원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구난사례, 손상선박 정보, 해양정보, 구난지원 선박, 민간업체, 인력, 

구난기술 등 사고선박의 구난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제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각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나. 해양사고 선박 구난기술  시스템

○ 정의 : 해양사고 동조치 이후 사고선박의 신속한 구난과 인명  재산,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실질  구난기술과 구난정보 활용, IT기술과 련된 제반 기술  장비 개발을 뜻함

○  추진과제  기술개발 내용

- 사고선박 구난계산 시스템 개발  의사결정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사고선박 손상성능, 좌 선박의 

좌 력, 침몰선박의 인양력, 구난시나리오별 사고선박 성능평가, 구조 안 성평가, 장 구난작업 지원

계산, 구난작업 해도평가 등 각 요소별 구난계산 로그램 개발  지원 DB와 연계된 통합 시스템 

구축

- 좌 /침몰선박 구난기술 개발 : 사고선박의 특성과 사고의 형태,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고선박의 

안정화, 좌 선박의 안  이 와 침몰선박의 최  인양기술  시스템 개발

- 사고선박 인기술 개발 : 충돌, 좌 , 인양, 복 선박의 장 구난 이후 안 한 지역으로 인하는데 

필요한 제반 요소기술  장용 매뉴얼, 지원 시스템 개발

- 구난장비 선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 사고선박의 특성과 사고의 종류  형태, 해역의 특성, 

장 응여건, 주변 민 군의 보유 구난장비, 작업시기 등을 고려한 구난장비의 선정  배치, 안 성 

평가 련 기술 개발

- 수 선체 내부 유해물질 제거  장비개발 : 침몰선박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기름과 유해화학물질의 제

거기술  장비 개발

- 수 작업기술 개발 : 침몰선박 인양, 사고선박 응 조치, 수  구조물 구난 등 수 에서 필요로 하는 작

업기술 개발

- 손상부  응 조치 기술 개발 : 충돌, 좌 , 침몰선박의 수상/수 에서 활용 가능한 손상부  응 조치 

기술  장비 개발 

다. 구난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 정의 : 해양사고 선박의 구난계획 수립, 구난작업 지휘  수행을 담당할 구난 특수인력 양성과 련된 

제반 기술과 해양구난 련 법, 제도 개선안 도출을 뜻함



○  추진과제  기술개발 내용

- 구난 교육훈련 Module개발 : 심해 잠수원들의 작업종류별 교육시나리오 개발, 구난계산  안 성 평

가, 구난 장 작업기술 등 교육훈련 콘텐츠  교재, 교육기법 개발

- Module별 구난 교육훈련 장비 개발 : 식별된 각 훈련 Module별로 축소된 교육훈련 장비 개발, 구난실

습  구난이론 교육용 시뮬 이터 개발

- 구난훈련 진단기술 개발 : 구난 문인력의 교육훈련 단계별 평가  수  진단 기술, 장비 개발

- Sub-sea Training Station 설계  개발 : 심해잠수원의 통합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장비(감

압 Bell과 제어장치로 구성된 훈련 시뮬 이터) 개발

- 법/제도 개선 : 해양구난 련 국내외 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고,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개선안 

제시

- 민간 구난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해양구난 련 법제도, 보험제도, 구난 산업환경, 국외 동향 등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국내 민간 구난업 활성화방안 제시

4. 결론

 해양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서는 평상시에 철 히 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사고선박의 구난은 사고 발생 기부터 구난 완료

까지 체계 인 응이 무엇보다 요하고, 다양한 응기술과 장비가 사 에 확보되어야 만 신속하고, 안

한 구난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력과 문인력, 기본 장비 등을 보유한 민간 구난세력이 뒷받침 되어야 만 

국가 으로 해양사고 선박의 구난 응 체계가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사고 기에 사고확 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사고 기 응 기술과 구난작업 

장에 필요한 사고선박 구난기술  장비의 개발과 보 이 필요하고, 민간 구난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과 구난 문 인력을 양성하여 업계에 보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후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연구개발 사업(지능형 해양구난 핵심기술 개발-PMS2370)의 일환으로 수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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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난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로부터 사고선박(피 선)을 안 한 장소로 옮기기 해 필요

한 인선의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추력과 성력에 해 언 하고 있다. 사고선박 인 시 사

고형태  주변 환경에 따라 인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피 선의 다양한 움직임을 구 하기 해 

필요한 인선의 추력과 모멘트에 해 시뮬 이션을 통해 해석을 행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alysis of force and momentum of the vessels is introduced. These terms are 

considered as crucial when we towed such an vessels in the accidents by tugs. Towing is 

dependent on the kinds of accidents and circumstance of accident area. Therefore, the thrust and 

inertia of vessels by tugs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ship that has been in an 

accident. The thrust and torque of the ship based on its CG(center of gravity) is analyzed by 

simulation.

Keywords : Tugs( 인선), Force(추력), Momentum(모멘텀),  Feedback linearization(피드백선형
화), Analysis(해석), Tugs(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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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다양한 선박사고들이 연속 으로 발생하여 사회 인 심을 받고 있

다. 이러한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는 귀 한 인명과 재산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난사고가 발

생한 선박을 사고 장소로부터 안 한 곳으로 이동하기 해 필요한 선지원 시스템의 일부분에 해 언

하고자 한다.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에 사고선박(이하 피 선이라 함)을 안 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의 종류  주변 환경에 따라 피 선을 이동시키는 선법이 달라지게 되고 선을 운용할 경우 피

선의 거동을 측하여 필요한 마력을 산정하게 된다. 이 때 선들에 의한 힘과 합력은 피 선에 한 추력

과 모멘트로 작용하게 되므로 선과 피 선의 거동을 사 에 측하여 한 피 선의 움직임을 구 하기 

한 인선의 조종이 가능하다면 효율 으로 구난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

략화된 피 선의 운동방정식을 바탕으로 피 선의 거동해석을 해 필요한 힘과 성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선형화 피드백제어와 LQR제어기를 용하여 피 선에서 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얻기 한 힘과 

무게 심을 기 으로 한 토크를 계산하 고, 련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2.  본 론 

2.1 운동 방정식  제어기 설계

  먼  피 선에 해서는 Fig.1 과 같이 고정좌표계(

)와 물체좌표계(


)와 같은 좌표계를 이용한다. 

Fig. 1과 같은 선박의 운동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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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같이 표 된다[ Perez, Fossen ]. 여기에서   축 방향으로의 속도  와 축 방향으로의 각속도 을 

고려하고, 선박 체의 무게 심과 물체좌표계가 일치한다고 하면 운동방정식 (1)은

   
   

   

                                          (2)

와 같이 간략화 된다. 단, 은 선박의 질량,  는 축 심의 성모멘트,    ∼은 추력과 토크를 의

미한다. 

Fig.1 Coordinate of Vessel from its Inertial Frame  

     

                     

  (2)식에       
를 도입하면

                                      (3)

이 얻어진다. 단,     이다.

 축의 추력과 축 심의 회 력에 따른 의 변화를 해석하기 해 제어토크 를 

                                      (4)

와 같이 구성하여 (3)식에 입하면

                                           (5)

가 된다. 단,        이라고 가정 즉, 선체질량과 축 심의 성모멘트와  축 방향으

로의 속도와 축 방향으로의 각속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 (5)에 한 제어기를 설계하기 해 

 
      




 


 


 


 





 





 

                  (6)

를 도입하면 (5)식으로부터 

                                           (7)



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상태변수 에 한 목표치를 로 한 시스템을

                                           (8)

과 같이 구성하고,  상태변수  새로운 제어입력() 목포치와의 오차를       로 정의하면 

오차 상태 방정식 (9)식이 얻어진다. 단,    이다.

                                          (9)

(9)식은 형 인 선형시스템으로 오차를 없애기 한 즉,  →을 제어목 으로 하는 제어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차와 제어입력으로 구성되어지는 평가함수




∞
  



                                     (10)

를 최소화하기 한 제어입력 를 구하기 해 LQR제어기 설계기법을 용하 고, 이에 한 해는 잘 알려

져 있는 바와 같이

                                          (11)

를 얻을 수 있다. 단, ×× 는 가 치행렬이고, 는 리카치방정식(Riccati Matrix equation)을 만

족시키는 해이다. (11)과 같이 얻어진 피드백게인을 (4)식에 용하면 최종 인 제어입력을 얻을 수 있다.

2.2 시뮬 이션

앞 에서는 선체의 운동방정식과 선형화 피드백 제어기법을 통한 제어기 설계에 해 살펴보았고, 이를 바

탕으로 해상에서 선박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인작업에 소요되는 힘과 모멘트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Fig.2 Towing of Salvage Situations 

이를 해 Fig. 2와 같이 선박의 선수부가 얕은 수심으로 인해 부유력을 상실하여 좌 한 상태를 로 들

어 살펴본다. 선수부 주변의 지형을 부드러운 뻘 혹은 사질로 가정할 경우 인선을 이용하여 인을 하기 

해서는 먼  인선의 선미가 사고선박의 선수부를 향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것은 인선의 추력을 이



용하여 피 선 선 부의 모래  뻘을 어내는 부수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일직선상으로 인선을 움직이기 보다는 인선을 이용하여 사고선박을 좌우로 즉, 체의 무

게 심을 기 으로 회 할 수 있도록 인선을 움직여 선 의 뻘  모래를 어낸 다음 사고선박을 선미방

향으로 끌어내는 것이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G.H.Reid ].

이러한 피 선의 움직임이 가능하기 해 선체 심 에 작용해야 할 힘과 모멘트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

은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한 선박의 체 , 성력  체길이는 각각 

     ×  와 같다[ Tristan Perez ]. 

선체의 기값과 목표치는 각각 
            로 하 다. 기 치로부터 선

수와 선측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무게 심을 기 으로   회 하기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러한 제어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추력과 모멘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상기 조건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시뮬 이션 결과는 Fig. 3 ~ Fig. 5와 같다. 단, 시뮬 이

션에서 가 치행렬은  ×  ×로 설정하 고, LQR 게인  ×  ×를 

용하 다. Fig. 3과 Fig. 4는 각각 시간에 한 상태변수의 변화와 제어입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3 으로부터  축으로의 변 는 기값에서 0으로 수렴하고 있고  축 기  회 각은 기값에서 

    [rad]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3 Time evolution of states( 



)

             

Fig. 4는 이러한 움직임에 한 속도성분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5는 Fig. 3 ~ Fig.4 와 같은 움직임을 구 하기 해 필요한   축으로의 추력과 축 심으로의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기에 무게 심을 기 으로 회 하기 해 필요한 토크는    에 의해 

얻어지고 이후     의 힘을 가해 평형을 유지하면서 목표로 하는 회 각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각 축 방향으로의 순간 최  힘과 최  토크는 각각         

  ×  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 이션을 통해 구해진 힘과 모멘트는 피 선을 인하는 선의 배치와 연계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이

다. 죽, 선의 치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의해 피 선의 거동이 결정되므로 피 선의 움직임에 필요한 

힘과 모멘트를 구함으로써 인작업에 필요한 선의 척수와 소요 마력  배치 치에 한 기 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것은 지속 인 연구를 통해 연 성을 규명할 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박자체  주변 환경과 련된 외력 즉, 유체력, 바람, 선체표면 거칠기, 랑 등에 의

한 항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식(1)과 식(2)에 해당하는 외력항을 넣게 되면 외력이 작용했을 경우에 한 



추진력과 토크를 구할 수 있다. 

   

Fig.4 Time Evolution of the States  

   

  

Fig.5 Time Evolution of the Inputs



3. 결 론 

   본 연구는 선박의 해난 사고 시 인작업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인 인선과 피 선 간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의 계를 살펴보기 한 것으로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체력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외력을 무시한 간략화된 선박 운동방정식에 해 피드백 선형화와 LQR

제어기를 용하여 PTP(point to point)제어를 수행하 고, 시뮬 이션을 통해 선박의 움직임을 구 하기 

한 힘과 토크를 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선체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원하고자 하는 선체의 거동을 구 하기 해 소요되는 힘과 토크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선박을 인하기 해 필요한 선의 척수, 마력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피 선과 선 간의 역학

계, 인삭을 사용할 경우의 상 계  선의 배치에 따른 힘과 모멘트에 한 해석은 지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3) 본 연구에서는 간략화된 모델과 이에 한 제어기를 통해 거동에 필요한 힘의 계를 살펴보았지만 자유

도를 늘리거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외력항을 고려할 경우에도 같은 해석기법을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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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Towing Manual에 의한 사고선박 인력 계산에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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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the Towing Force Calculation of Disabled Ships
by the U. S. Navy Towing Manual

Eun-Chan Kim†, Hyuek-Jin Choi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미국 해군에서는 해양에서 운항하는 인선이 사고 선박을 구난할 때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을 종합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지속 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인 시스템 설계, 인 계획, 인 

비  인 차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기본 선체 항 뿐 만 아니라, 각종 외력에 의한 부가 

항에 한 상세한 인력 계산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해군 인 매뉴얼에 따라 사고 

선박의 인력 계산 방법에 해 검토하고, 이 미국 해군 방법과 자가 추천하는 방법의 계산 결과를 비교

하 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사고 선박의 인력 추정 시스템을 연구하 다.

Abstract - U. S. Navy made a comprehensive manual of the ocean going tugs to salvage a disabled 

ships using various technologies, and improve it continuously. The manual contains towing system 

design, towing plan, towing preparation and towing procedures. The manual describes detail calculation 

methods for towing force not only for basic hull resistance but also for added resistances due to 

various external forces. This paper considers the matter of towing force calculation method of disabled 

ships by the U. S. Navy towing manual, and compares the calculation results between this U. S. Navy 

method and author recommended methods. And this paper investigates new prediction system for 

towing force of disabled ships.

※ Keywords: U.S.Navy(미국 해군), Ship(선박), Towing Force( 인력), Hull Resistance(선체 항), Added 

Resistance(부가 항), External Force(외력)

1. 서론

인선이 다른 피 인선을 인하는 경우는 항만 내 

인, 항만간 인, 구조  비상 시 인, 구난 시 

인 등이 있다. 인선이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해

서는, 충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한 주기 과 

로펠러, 속에서의 조종성능을 확보하기 한 

Thruster와 충분한 타 면 ,  각종 인 설비 등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사고 선박의 인 계획을 세우기 해서는 먼  피

인선의 인력을 추정한 후, 이에 맞는 인선을 선

정하고, 마지막으로 인선과 피 인선의 각종 조건을 

확인하는 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가 인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기 계획시 

인 속력을 정하고 이에 한 인력을 추정하는 단

계는 물론, 마지막 인 조건을 확인할 때 인 속력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인력 추정은 매우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고 선박의 인을 한 인력에는 여러가지 외력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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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부분의 경우 충분한 여유

값을 가지고 인력을 추정하게 되므로, 인력의 정

도 향상에 한 연구는 그다지 요한 문제로 두되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의 하나로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인 매뉴얼을 들 수 있다. 미국 해군은 오래 

 만들어진 인력 추정을 한 인 항 추정 방법

을 재까지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인 

항 추정 방법을 돌아보고, 군함은 물론 일반 선박에 

히 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본 후, 그 결

과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미국 해군 인 항 추정 방법

미국 해군 인 매뉴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삭의 

장력을 추정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1)

  이 때,

   : 인삭 장력 (Pounds)

  


: 피 인 선박의 체 항

   : 인삭 항

  


: 인삭 장력의 수직방향 성분

식 (1)에서 피 인 선박의 체 항 추정 방법은 식 

(2)와 같다.















                 (2)

  이 때,

  


: 피 인 선박의 체 항 (Pounds)

  


: 기본 선체 항

  


: 로펠러 고착 상태에 따른 부가 항

  


: 바람 상태에 따른 부가 항

  


: 해상 상태에 따른 부가 항

식 (2)에서 기본 체 항 

는 식 (3)과 같이 계산

한다.



×

 ×                 (3)

  이 때,

  
 : 선체 항계수

   : 배수량 (Long Ton)

식 (3)에서 선체 항계수 
는 Figure 1과 같은 

도표에서 찾아 읽는다.

Figure 1. Hull Resistance Coefficient Curves

식 (2)에서 로펠러 고착 상태에 따른 부가 항 



는 식 (4)와 같이 계산한다.



×


×



                  (4)

  이 때,

  


: 로펠러 투 면  (Sq. feet)

  


 : 선속 (knots)

식 (2)에서 바람 상태에 따른 부가 항 


는 식 (5)

와 같이 계산한다.



×


×


×



×         (5)

  이 때,

  


: 수선  정면 투 면  (Sq. feet)

  


: 바람 항계수

  


 : 상  풍속 (knots)

   : 풍향 향계수

식 (4)에서 바람 항계수 


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선박 목록에서 찾아 읽도록 되어 있다. 풍향 향계수 

는 정면에서 15° 까지 풍향의 경우는 1.0, 15°～45°의 풍

향은 1.2, 45°～90°의 풍향은 0.4 값을 주도록 되어 있다.



식 (2)에서 해상 상태에 따른 부가 항 

는 Figure 

2와 같은 표에서 찾아 읽는다.

Figure 2. Sea State Resistance Curves

3. 인력 추정 요소  추정 방법

3.1 인력 추정 요소

인선이 사고 선박을 끌고 가기 해서는 사고선박 

자체 기본 항은 물론 각종 외력에 한 부가 항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각종 외력에 한 향은 항 증

가 는 선속 감소의 값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항

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로펠러 고착에 의한 항 증가

- 바람에 의한 항 증가

- 랑에 의한 항 증가

- 표류력에 의한 항 증가

- 선체 표면 거칠기  손에 의한 항 증가

- 천수효과에 따른 선속 감소

- 조류에 따른 선속 감소

상기 내용 가운데, 표류력에 의한 항 증가, 선체 

표면 거칠기  손에 의한 항 증가, 천수효과에 따

른 선속 감소, 조류에 따른 선속 감소에 한 내용은 

미국 해군 인 매뉴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에서는 미국 해군 인 매뉴얼 방법의 문제

을 검토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 으며, 미국 해군 

인 매뉴얼에 없는 항목까지도 그 방법을 제시하 다.

각종 항 값을 추정함에 있어서, 실선에서의 실제 

값이나 모형시험 결과를 사용하면 가정 정확할 것이나, 

이러한 값을 사 에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도표집이나 이를 수식화한 경험식 에 한 

것을 선정하여 보았다.

3.2 기본 선체 항

미국 해군 방법에서는 선속별로 주어지는 항계수

에 배수량을 곱하여 기본 선체 항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선박 인은 매우 낮은 속력에서 이루어지므

로, 로우드 수가 1.0 이하가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이 경우를 3차원 해석법으로 분석해 보면, 조

항은 거의 없고, 부분의 항 성분은 평  마찰 

항과 형상 항이라 볼 수 있다. 2차원 해석법으로 분

석해 본다면, 평  마찰 항과 약간의 잉여 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단된다.

평  마찰 항은 그동안 많은 실험과 검토를 통해 

잘 알려진 정확히 추정 방법이 있으므로, 매우 정확히 

추정할 수 있으며, 형상 항 는 잉여 항 역시 비교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비록 부분 날씬하

다는 공통 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선박에 해 선속

별 항계수로 나타낸 하나의 표를 사용하는 것은 매

우 부정확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기본 선체 항은 평  마찰 항계수와 잉

여 항계수 등을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되며, 본 논문에서는 속 부

분에서 추정 오차가 고 여러 가지 선박에 모두 

용할 수 있는 Yamagata 도표[5]를 사용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3.3 로펠러 고착에 의한 항 증가

사고선박의 로펠러가 자유롭게 돌지 않고 고착된 

경우, 이에 따른 항 증가는 매우 클 것으로 단된

다. 날씬 한 배의 경우에는 선체의 기본 항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로펠러 고착에 의한 항 증가는 미국 해군 매뉴

얼[6]이 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단된다.

그러나, 일반 상선에 많이 있는 뚱뚱한 선박의 경우, 

로펠러 부근 치에서의 반류에 의해 유속이 크게 

하되는 상이 있게 된다. 따라서, 선속에 반류비 

 를 곱해 주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된다.



Author's 
Program

FFG-7

US navy Author

Basic Hull 
Resistance (KN)

Yamagata 
Chart

87.7 34.5

Propeller Locking 
(KN)

US Navy 180.9 147.3

Wind (KN)
JTTC 

Coefficient
27.2 20.4

Sea State 
(KN)

NSMB 35.6 7.0

Drifting 
(KN)

ISO 15016 - 11.5

Hull Roughness 
(KN)

1978 ITTC - 3.5

Total Resistance 
(KN)

331.3 224.2

Basic Ship Speed 
(kts)

8.0 8.0

Shallow Water 
(kts)

Lackenby - -0.006

Current 
(kts)

Input - -0.8

Total Corrected 
Speed (kts)

- 7.194

Table 1. Comparison between Present Method and U. 

S. Navy Manual Method for the FFg-7

반류비  의 추정 방법은 van Lammeren 의 경

험식[5]을 사용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3.4  바람에 의한 항 증가

미국 해군 방법에서는 바람 항계수를 매뉴얼에 나

와 있는 선박 목록에서 찾아 읽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나, 새로운 선박에의 용이 

어렵고, 특히 일반 상선에 해서는 주어진 자료 값이 

없으므로 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풍향 향계수는 정

면, 15°, 45°, 90°로 구분하여 단계 인 값을 사용하므

로, 다양한 풍향에 해서는 부정확한 값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바람에 의한 항 증가는 다양한 선박에 

용이 가능하고, 풍향 향계수가 풍향 변화에 따라 민

감하게 변화하는 정도 높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

지 선박에 모두 용할 수 있는 JTTC 도표[3]를 사용하

도록 하 다.

3.5 해상 상태에 의한 항 증가

미국 해군 방법에서는 랑에 의한 항 증가를 해

상 상태에 의한 항 증가로 보고, 해상 상태에 따른 

부가 항을 고 는 뷰포트 값을 횡축으로 하고 세 

가지 선종별로 곡선으로 나타나는 도표로부터 항값

을 직  읽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 바람 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선박에의 

용이 어렵고 크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도표이므

로, 매우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랑에 의한 항 증가는 다양한 선박에 

용이 가능하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NSMB의 

시운  상  계수 도표[2]를 수식화 하여 검토하 다. 

이 도표는 모형시험 결과를 실선 상태로 확장하기 

해 실선의 해상상태의 Beaufort 값을 기 으로 항 증

가량을 나타낸 것이다.

3.6 표류력에 의한 항 증가

미국 해군 방법에서는 표류력에 의한 항 증가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

사고선박 인시 표류에 의한 항증가는 ISO 속력시

운  표  해석법[3]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계산하 다.

3.7 선체 표면 거칠기  손에 의한 항 증가

미국 해군 방법에서는 선체 표면 거칠기  손에 

의한 항 증가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

선체 표면 거칠기에 따른 항 증가는 1978년 ITTC 

추진성능해석법[4]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형선-실선 상

식[4]을 이용하여 용하 다.

선체 손상에 따른 항 가는 꼭 필요한 요인이기

는 하나, 본 논문의 로그램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3.8 천수 효과에 따른 선속 감소

미국 해군 방법에서는 천수 효과에 의한 항 증가

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

천수 향은 ISO 속력시운  표  해석법[3]에서 채

택하고 있는 Lackenby 식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항 증가로 계산되지 않고 선속 감소로 게산된다.

3.9 조류에 따른 선속 감소

미국 해군 방법에서는 조류에 의한 항 증가는 계

산하지 않고 있다.

조류에 다른 선속 감소는 조류 속도를 입력하여 단

순히 가감하는 것으로 신할 수 있겠다.

4. 계산 결과  검토

본 논문의 로그램에 의한 결과를 검토하기 해, 

미국 해군 매뉴얼[6]에 실린 제의 결과와 비교하 다. 

비교 선박은 미국 해군의 FFG-7 호이다.



미국 해군 매뉴얼의 결과를 본 논문의 로그램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정수 의 선체 기본 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해군 매뉴얼의 방

법은 항성분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

량과 선속 등으로부터 직  구하는 방법이다. 속 

역에서는 거의 부분의 항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평  마찰 항이므로, 항 요소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하다고 단된다.

로펠러 고착에 따른 항증가 계산에 있어서, 날씬

한 선박은 물론 뚱뚱한 선박까지도 모두 용하기 

해서는 반류비 용이 꼭 필요하다고 단된다.

바람 항에 있어서, 다목 의 바람 항 계수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군함 별로 특성에 맞는 계수를 사용한 

미국 해군 방법보다는 정확하지 못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선종에 해 계산을 할 경우에는 다

용도의 바람 항계수 곡선을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랑에 의한 항 증가 계산에 있어서, 간단한 도표

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해군 방법의 결과가 NSMB 방

법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날씬

한 배에 있어서 랑  부가 항이 크지 않다는 을 

고려해 볼 때, 미국 해군 방법에 의한 결과가 기본 선

체 항의 약 40%가 됨을 볼 때, 미국 해군 방법이 

무 큰 값을 보여 다고 단된다. 이에 한 보다 정확

한 추정을 해서는 향후 랑의 고와 주기와 입사

각 등을 활용하는 정  계산 방법의 추가가 필요하다

고 본다.

표류력에 의한 항 증가는 미국 해군 방법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  비교는 불가하나, ISO 

17025 표  속력시운  해석법에서 용하 으므로, 비

교  신뢰할 수 있는 값을  것으로 단된다.

선체 표면 거칠기에 의한 항 증가는 미국 해군 방

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  비교는 불가하

나, ITTC 추진성능 해석법에서 용하 으므로, 비교  

신뢰할 수 있는 값을  것으로 단된다.

천수효과에 의한 선속 하는 미국 해군 방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  비교는 불가하나, ISO 

17025 표  속력시운  해석법에서 용하 으므로, 비

교  신뢰할 수 있는 값을  것으로 단된다.

7.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미국 해군 인력 매뉴얼의 인력 추정 방법은 

비록 해군 선박에 해 제한 으로 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선을 포함한 일반 인 선박에 용하기에는 많

은 제한이 있는 방법이라 단된다.

(2) 일반 상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박에 한 인

력을 추정하기 해서는, 선체 기본 항, 로펠러 고

착에 의한 항, 바람 항, 랑 항은 물론이고, 미

국 해군 인력 매뉴얼의 인력 추정 방법에는 없는 

표류력, 선체 표면거칠기에 따른 항 증가와, 천수효

과  조류 속도에 따른 선속 감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 단된다.

(3) 사고선박의 인시 인력 추정의 정도를 향상시

키기 해서는, 미국 해군 방법으로는 부족하다고 단

되며, 여러 가지 외력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이를 종합 으로 용할 수 있는 산 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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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손상범  추정방법에 한 고찰
김지훈, 태병 최 진, (한국해양연구원) 

Estimation of the ship's damage study on the range 
J.H. Kim*, T.B. Chun* H.J. Choi*, 

(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Marine Safety & Pollution Response Research Department ) 
                 
 

 ABSTRACT 
Wa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of a fishing operation and I / O traffic of 
ships that sail the often stranded and crashes are occurring frequently. The ship's marine accidents resulting i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and causes serious marine pollution problems. ship's damage estimates range 
SOLAS regulation agencies and ship`s classification of each country are presented. In this paper, suggest 
simple formulation about damaged ship and Damage to the ship as a way of estimating the numerical analysis 
using finite element models are investigated 

K e y w o r d s  : stranding, FEM, Explicit, SOLAS, Numerical analysis         

1.  서 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민국의 연근해는 어선의 조업과 입/출항을 하는 선박의 왕래가 많으며 이  좌 와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충돌  좌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고선박의 구난 계획을 수
립하기 해서는 사고 기에 사고선박의 손상범 를 신속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각 국가의 
선 기 과 SOLAS 규정에서 간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좌 를 당한 선박의 손상 추정식을 제시하
고 손상추정의 방법으로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법에 해 고찰한다.  

Fig.1 A Strande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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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의 손상추정 방법

2.1 손상범  추정공식

선박의 손상범 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SOLAS 규정과 각 국가의 선 기 에서 제시하는 추정공식이 있으며 선박의  
길이(L), 폭(B), 깊이(D)등의 주요변수를 용하여 손상의 범 를 추정한다. 이밖에도 좌   충돌을 당한 실선박
의 사고 데이터 분석방법과 손상자료를 기반으로 확률론  근에 입각한 손상추정법이 있다. 

Rock

Fig. 2. Damage Area on Ship by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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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amage Estimate from SOLAS

충돌 좌

Damage length N/A N/A

Damage penetration
Damage width (좌 )

   

for deck level 3/4 b for 
below-back level

 



  

Damage depth  



  

3/4 H for centerline area
1/4 H for non-centerline area 

table. 2  Damage Estimate from ABS

  

충돌 좌

Damage length 0.1


0.3


Damage penetration
Damage width (좌 )

B/16 0.55B

Damage depth 0.6D B/15

table. 3  Damage Estimate from DNV

   

2.2 충돌 시뮬 이션을 활용한 손상범  추청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동 해석

일반 으로 좌 는 임의 크기의 진속도를 가진 선박이 암  상을 스쳐지나가는 경우의 진형 좌 와 엔진등의 



고장으로 표류 에 암 에 정지된 상태에서의 정지형 좌 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진형 좌  시 구조손
상을 측하기 해서는 선박의 크기  속도, 좌 치, 암 의 형태를 포함하는 실제 인 손상 시나리오가 사 에 
주어져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의 사고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범 한 자료의 통계해석을 활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진형 좌 를 가정하 으며 Fig. 3 과 같이 산 화물선의 앙부 화물창 No.3 Cargo Hold를 
모델링을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Fig. 3. Bulk Carrier Cargo Hold Section

      

Rock

V Knot

Proceeding

Fig. 4. Damage Area on Ship 

      

LENGTH O. A 167.00 m

LENGTH B. P 158.00 m

BREADTH (MLD.) 26.20 m

DEPTH (MLD.) 13.80 m

DRAFT (DESIGN) 9.90 m

CB

(AT DESIGN DRAFT)
0.796

SPEED 14.0 Knots

1 Hold 길이 25.6m

table. 4  PRINCIPAL DIMENSIONS

Fig. 4 는 선박과 암 의 충돌 해석을 수행하기 한 선박 앙부 화물창의 3차원 모델이며 충돌 해석에 사용할 강
재는 탄소성변형을 일으키는 재료로 설정하 다. 충돌해석의 경우 각 부재는 탄소성변형을 포함한 변형을 일으키
며 운동체의 운동에 지를 정지물체와의 에 의해 달하기 때문에 해석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비선형성
이 큰 동 문제의 해석에 합한 Explicit 기법을 사용하 다. 암 에 한 가정은 윗면의 지름이 0.5m, 아랫면의 지
름이 1m 인 원뿔로 간략화 하여 강체로 표 하 으며 선체의 Center line에서 우 으로 3.6m 치에 설정하 다. 
fig. 6처럼 선박의 앙부가 14 knot 로 항해 시 선 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충돌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가정하
여 0.2 간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3 .  규정공식  수치해석을 통한 손상의 크기

좌 에 의해 손상된 크기는 table.5 와 같으며 fig. 5로 도식화 하 다. 선박의 폭에 있어서 SOLAS와 ABS는 손상
범 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DNV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깊이방향은 SOLAS와 DNV가 동일한 손상범 를 나타

내었다.  
                                  



3 . 6  m

Rock DNV

SOLAS, ABS

Fig. 5. Damage Area on Ship (SOLAS, ABS, DNV) 

수치해석 시뮬 이션을 활용한 선박의 손상범  추정

선체가 암 에 진행방향의 45도 각도로 충돌가정  

  충돌

선 수

방향
선 미

방향

Fig. 6. Rock and Ship Collision scenario 

  

   

Length Width depth

SOLAS 5 m 4.37 m 1.75 m

ABS N/A 4 m 0.375 m

DNV 47.3 m 14.41 m 1.75 m

수치 
해석치

선  면 의 4.1% about  

table. 5 damage value of ship 



4 .  결론  고찰

산 화물선의 손상범 를 SOLAS 규정과 각 국가의 선 기 에서 제시한 손상추정공식에 용하여 계산하 고 수
치해석시뮬 이션을 통한 직 계산을 수행하여 손상범 를 략 으로 추정하 다. SOLAS 규정과 수치해석을 통
해 계산된 값이 비슷한 범 를 나타내었으며 DNV 규정에 의한 손상의 범 는 상당히 큰 손상을 산출하 다. 선박
과 암 의 충돌 시 핵심요소인 진행속도, 입사각도, 선박과 암 의 부, 재료특성, 충돌시간, 유체의 향 등을 
입력변수로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별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결과 값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향후 선박의 충돌  
좌  시 손상범 를 추정하는데 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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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500kW  HAT 임펠러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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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100W~500kW class horizontal axis tidal 
stream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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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류발  단지의 선정을  고려한 수평축 조류발 용 터빈의 설계  
작동 성능해석을 다루고 있다. 조류발  단지는 Farm Method와 Flux Method
에 의한 자원 평가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부남군도 지역이 선정되었다. 설계
된  터빈은 용량을 기 으로 100kW~500kW 사이의 4 종류의 터빈을 설계하 으
며 설계된 터빈은 수평축 타입 3매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설계된 터빈의 단독 
성능해석을 한 방법으로는 풍력발 에서 리 쓰이고 있는 날개요소운동량이
론(Blade Element Momentum Theory)과 CFD 해석을 이용하 으며 터빈의 
성능은 날개끝속도비(Tip Speed Ratio)의 변화에 따른 동력계수(Power 
Coefficient)의 변화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설계된 터빈들은 성능향상  
Cavitaion을 고려하여 날개 끝에 Rake를 용하 으며 CFD를 이용하여 
Cavitaion 성능을 함께 해석하 다. 향후 설계된 터빈의 모형실험, 구조강도 해

석   형상에 한 심도있는 최 화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Keywords : Horizontal Axis Tidal Current Turbine(수평축 조류
발  터빈), Marine Current Turbine(조류발  터빈), Power 
Coefficient(동력계수), Tip Speed Ratio (날개 끝 속도비), 
Renewable energy(신재생에 지),Blade Element Momentum 
Theory(날개요소운동량이론), Tip Rake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100kW급 조류발전용 수직축터빈의 3차원효과에 대한 연구

이정기, 범수 (한국해양 ), 이 형(조류발 원천기술센터), 김문찬(부산 ), 송무석(홍익 ), 이신형(서울 )

A Study on Three-dimensional Effects

of 100 kW-Class Vertical Axis Tidal Stream Turbine

J.K.Lee, B.S.Hyun (Korea Maritime University), D.H.Lee (Tidal Stream Energy Research Center), 
M.C.Kim (Pusan National Univ.), M.Song (Hongik Univ.) & S.H. Rhee (Seoul National Univ.)

요 약
최근 들어 조류발 용 수직축 터빈의 유체역학  성능  특성을 악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회 하는 터빈에 한 수치계산을 통해 

결과를 얻고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증한다. 통상 2차원과 3차원 수치계산을 

통해 얻은 동력계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직축 터빈의 특

성상 터빈 날개의 스팬 방향에 따라 즉, 날개 앙부와 끝에서 발생하는 유동 상

이 다르기 때문에 3차원 효과가 존재하게 되고 특히 날개 끝단의 향이 주된 원

인이 된다. 한 터빈의 설계 에서 터빈의 스팬길이는 요한 변수  하나로, 

그 스팬길이에 따라 그 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축 터빈의 3차원

 향을 악하기 한 기 인 연구로서 고정날개에 한 2차원  3차원 수

치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터빈의 수치계산결과와 비교가능하도록 하

는 근방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 Vertical Axis Turbine(수직축터빈), Three-dimensional 
effect(3차원효과), Fixed foil(고정날개), Chord-Span ratio(코드-스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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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 조류발  터빈의 지지구조물
간섭 효과와 유입류 조건을 고려한 성능해석

박세완, 박선호, 이신형 (서울 학교), 범수 (한국해양 학교)

Performance Analysis for Horizontal Axis Tidal Stream Turbine
Considering the Effect of Interaction with Supporting Structure 

and Inflow Condition
S.W.Park, S.Park, S.H.Rhee(Seoul National University), B.S.Hyun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평축 조류발  터빈의 성능해석을 한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
하 다. 수치해석은 3차원 RANS 방정식, Shear Stress Transport k-ω 난류 
모델을 통해 이루어졌고, 2차 정도의 이산화 기법을 이용하여 유동장의 해를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 기법의 검증은 회류수조에서 수행된 
조류발  터빈 성능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수행되었다. 비교 결과, 개발된 수치
해석 기법을 통해 추정한 조류발  터빈의 성능계수 곡선이 실험에서 보고된 
결과와 잘 일치하 다. 개발된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블 이드, 허 , 나셀, 
타워 등의  구조를 모델링한 조류발  터빈에 해 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블 이드와 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간의 간섭 작용을 시뮬 이션 
하 고, 간섭 효과가 조류발  터빈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한 
조류발  터빈의 상류에서 작동원 에 일정 각도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유입되
는 유동과 터빈의 후방에서 유입되는 유동에 해서도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그 향을 검토 하 다.

K e y w o r d s  : Horizontal Axis Tidal Stream Turbine (수평축 조
류발 터빈), Performance Analysis (성능해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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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 용 수직축 터빈 설계 소 트웨어 개발  활용

이 형(조류발 원천기술연구센터), 이정기, 범수(한국해양 학교), 김문찬(부산 ), 이신형(서울 )

Software Development for Design and Analysis of Vertical Axis Tidal 
Stream Turbine

D.H.Lee(Tidal Stream Energy Research Center), J.K.Lee, B.S.Hyun(Korea Maritime Univ.), M.C. 
Kim(Pusan National Univ.) & S.H.Rhee(Seoul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 용 수직축 터빈 설계용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소
트웨어는 CFD를 이용한 계열 터빈의 성능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표 설계와 맞
춤설계로 구성하 다. 수직축 터빈의 계열 자료를 구축하기 하여 주요 설계
변수인 날개수, Solidity, H/D로 분류하여 터빈의 성능해석을 수행하 고 다양
한 형상의 터빈의 성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다. 구축된 성능자료를 바
탕으로 터빈 설계자 입장에서 보다 효과 인 터빈 설계를 하여 다양한 조건
에서 필요로 하는 최 의 터빈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 고 세부 으로
는 주어진 유속조건  발 용량에 따른 터빈을 선정하는 방법과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유속조건  발 용량 혹은 터빈의 설계변수를 선택 으로 입력하여 
최 의 터빈을 선정하는 방법을 용하 으며, 설계의 최종 결과로 터빈의 형
상과 성능 도표로 나타내도록 하 다. 맞춤 설계는 DMS(Double Multiple 
Streamtube)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터빈의 성능을 해석하도록 하 다. 
소 트웨어의 GUI는 Visual C++를 이용하여 설계 순서에 맞도록 구성하 다.

K e y w o r d s  : Vertical Axis Turbine (수직축 터빈), 표 설계
(Standard design), 맞춤설계(Customized design), Performance 
Analysis (성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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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군도에서의 조류발 단지 설계에 한 연구
양창조, 황안둥(목포해양 학교), 문채주(목포 학교), 이 호(한국해양 학교)

A Study on the Design of Tidal Current Power Plant in Bunamgun-do

Chang-Jo Yang, Hwang An doong(Mokpo Maritime University), Chae Joo Moon,(Mokpo National 
University), 

Young Ho Lee(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A Study on tidal turbine using CFD simulation has been an economical 

and reliable method. However, large flow fields with multi-turbine arrays 

require high computer performance. Actuator disc theory therefore is widely 

applied. Actuator disc is the concept that imitates actual turbine by means 

of an energy absorption disc which has the same dimension and 

characteristics. Turbines installed in array may have disturbance effects on 

one another. Thu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r wake of 

these tidal turbines and compare to single turbine case. The main objects 

are to analyze two turbines positioned longitudinally at different spaces in 

Bunam Gundo.

Keywords : CFD( 산유체역학), Actuator disc theory( 액 에

이터 디스크 이론), Disturbance effect(방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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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PRO를 이용한 부남군도 용 해상풍력기의

방사소음 측에 한 연구
정문선, 문채주, 김 (목포 학교), 양창조(목포 해양 학교)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the Radiated Noise of Wind Turbines 

Applied in Bunamgun-do Using WindPRO

Moon Seon Jeong. Chae Joo Moon,Yeong Jung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Chang-Jo Yang(Mokpo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최근 국제 으로 유가의 불안정과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청정에 지 자원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이  설치비용이 상 으로 렴한 풍력발 은 무공해 무한한 환경에 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 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향을 주는 것은 풍력발 기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문제이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 기의 높이는 80[m]를 넘고, 블 이드의 크기는 

110[m]를 넘기 때문에 바람과의 마찰로 인한 소음과 기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WindPRO를 활용하여 부남군도 해상에 3[MW]  풍

력발 기를 용하여 50[MW]단지와 100[MW]  단지 설계시 각각 발생되는 

소음에 해 측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obtainment of pure energy resources is becoming a trend due to the 

international depletion of fossil fuel and the instability of oil prices.

 Among these energy resources, wind power generation is receiving the 

limelight, as it has a relatively affordable installation cost and uses a 

non-harmful and unlimited environmental energy.

 However, it is causing environmental problems, unfitting to its reputation 

of be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the greatest issue of these is the 

issue of noise that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wind turbine.

 The height of recently installed wind turbines is over 80[m], and the size 

of the blades exceeds 110[m], thus civil complaints occur due to the 

mechanical noise and noise due to the friction of the blades with the wind.

 Accordingly, this thesis predicts the noise occurring upon the installation of 

50[MW] farms and 100[MW] farms by applying 3[MW] level wind turbines 

offshore of Bunamgun-do with the use of WindPRO.

Keywords : WindPRO, Noise, Low Frequency Noise, Wind 

Farm, Wind Turbine, Low Frequency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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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X60이 용된 조류발 기 일타워의 구조해석

조 철 희, 이 강 희, 노 유 호, 김 도 엽✝

인하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Structural analysis of API X60 pile tower for TCP

Chul-Hee Jo, Kang-Hee Lee, Yu-Ho Rho, Do-Youb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Inha Univ., Incheon, 402-751, Korea

요  약

조류발 기의 일타워는 조류력  터빈의 추력 등의 외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타워에 작

용하는 외력은 발 지역의 유속과 터빈의 형상  직경에 큰 향을 받는다. 최근에 조류발 기 시장이 

확 되며 터빈의 형화가 이루어져 더 큰 하 을 지지할 수 있는 하부구조물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직경 18m 터빈의 조류발 시스템의 유체력을 산정하고 FEM을 이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지지방식은 조류발 기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일고정식의 일타워를 용

하 다. 일타워의 재질로는 일반 강 보다 고장력의 특성으로 해양구조물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API 

X60을 사용하 다. 일정한 유속에서 일타워의 직경  두께를 변화시키며 응력  변형률을 분석하

고, 최 의 일제원을 도출하여 안 성을 평가하 다. 한 본 연구를 통해 CFD를 이용한 FEM 해석

기법을 제시하고, 유체-구조 연성해석의 기반을 마련하 다.

Keywords: Tidal Current Power(TCP: 조류발 ), Renewable energy(신재생에 지), Horizontal Axis Turbine 

(HAT: 수평축 터빈),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산 유체 역학), Finite element method(FEM: 

유한요소법),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 구조 연성해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 doyoubkim81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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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단순 유동모델을 이용한 수직축 조류터빈 성능 고찰
송무석(홍익 학교), 김문찬(부산 학교), 이신형(서울 학교), 범수(한국해양 학교)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Tidal Current Vertical Axis Turbine using 
Two-Dimensional Flow Models

M. Song (Hongik University), M. Kim (Busan national University), S.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B. Hyun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조류 발 을 해 사용되는 수직축 터빈의 성능에 미치는 설계 요소의 향을 운
동량 이론과 보오텍스 모델을 결합한 2차원 유동 모델을 이용하여 고찰 하 다. 
NACA653-018 날개 단면의 양력  항력 특성은 유입각의 함수로 수치해석하고 
터빈의 반경, 코드길이, 피치각, 날개 간의 상  치 등의 향으로 변하는 터빈
의 동력특성을 날개끝속도비에 한 함수로 살펴보았다. 피치각을 유동에 한 
치의 함수로 조  하고 날개간의 상  치를 조 함으로서 효율의 증 와 기 
구동 특성의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 하 고 동시에 회 축의 기진력을 여  수 

있음도 확인 하 다.

ABSTRACT
The effect of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vertical axis turbines used for the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was investigated by a two-dimensional flow 
model using the blade momentum theory and a vortex model. The power 
coefficient was calculated as a function of the tip-speed-ratio, with varying 
the turbine radius, the blade's chord length, the pitch angle and the blade 
arrangement, while the lift and drag characteristics of NACA653-018 foil was 
numerically calculated as an approximate function of angle of attack.  The 
variable pitch and a careful blade arrangement seem to enhanc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turbine including better cut-in characteristics and some 

reduced shaft excitation.

Keywords :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조류발 ), Vertical 
Axis Turbine(VAT, 수직축터빈), Power Coefficient(동력게수), Tip 
Speed ratio(TSR, 날개끝속도비), Cut-In Speed( 기구동속도), 
Shaft Vibratory Force(축진동력), Vortex Particle Model(보오텍스모
델), NACA653-01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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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동법 담수화시스템 성능 특성
                         이승원, 이호생, 김 주, 문덕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세터)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Freezing Desalination System using Deep 
Seawater

S.W.Lee, H.S.Lee, H.J.Kim, D.S.Moon (Deep Ocean Water Application Research Center)
                 

요 약

해양심층수, 해수난방시스템에서의 증발 열원으로 이용된 배출수, 해양표층수 등 해수를 열원으
로 이용하여 냉동법 담수화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냉동법 담수화 실험 장치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 , 증발기로 구성되었고, 압축기는 3/4 마력
이 용되었으며. 냉동법 답수화 장치에서 해수 내 수분을 얼게 하기 한 증발기는 20리터 용량
의 해수조 형태로 제작되었다. 실험 장치 내 구동 냉매는 R-134a를 용하 다. 
여러 가지 해수를 증발열원으로 하여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성능 특성을 실험하기 해 해수조 
내 냉매 증발온도를 -15 ∼ -5℃, 해수조 해수 온도를 5 ∼ 26℃, 응축기 열원 온도를 15 ∼ 2
5℃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동일 증발온도에서 4가지 열원의 온도 변화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50분 동안의 장치 구동 
후 4가지 해수열원의 해수조 내 온도변화는 거의 일정하 다. 한, 동일 증발온도에서 해수 열
원의 온도가 높아지면 실험 시간이 길어지므로 얼음 생성량  생성율이 증가하 으며, 증발 온
도가 -5℃일 때, 여름 표층수의 경우 겨울 표층수  심층수에 비해 얼음 생성량이 각각 약 
17.5%, 20.5% 증가하 고,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의 경우 심층수에 비해 얼음 생성량은 평균 약 
4.3% 감소되었다.
본 실험 결과는 향후 해수 난방시스템의 배출수를 비롯한 해수를 이용한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설계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of freezing desalination system using deep 
seawater. The experimental apparatus is composed of a compressor, a condenser, an 
expansion valve and an evaporator. The capacity of the compressor is 3/4 horse power and 
seawater storage tank is 20 liters. R-134a is applied as a refrigerant.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freezing desalination system such as ice productivity and seawater 
temperature variation, etc. were experimented on the -15 ∼ -5℃ of evaporating temperature 
and 5 ∼ 26℃of seawater temperature.
The temperature variation of seawater in the storage tank showed the similar values to each 
other. When the heat source is seawater heat pump discharge, the ice productivity decreased 
by about 4.3%.
 
Keywords : Freezing desalination(냉동법 담수화), Ice productivity(얼음 생성량), 해수냉난방
(Seawater heatpump

 
1. 서 론 
 
   최근 등하는 고유가 상황  유가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유엔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재 세계 인구 
 3분의 1 정도는 심각한 물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2025년이 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물 부족을 겪게 

되며 그  반의 국가들은 수자원 확보에 기를 맞을 것으로 상된다 (김인수[2008]). 우리나라의 경우
도 연안 지방에서는 제한 으로 물 부족이 심화될 수 있어 수자원 공 에 한 국가  책 마련이 필요
하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약 13억 8,500만 km3으로 추정되며 이  약 97.5% 이상이 해수로 되어 
있으며 담수는 불과 2.5% 정도이다. 이 에서 지하수를 제외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약 9만 
km3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물 총량의 2.5% 밖에 되지 않는 담수 체량 에서도 겨우 0.26%에 불과
하다. 이로 인해 물이 으로 부족한 동이나 아 리카를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에 
한 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가장 실 이며 기술 인 근이 바로 해수 담수화이다. 종래 해수

담수화 기술은 상변화법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970년 에 막기술이 발 하면서 막분리법을 이용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김 주[2001]). 상변화법은 증발법과 냉동법으로 나  수 있으며, 증발법은 해
수담수화 기술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술로서 재로서도 리 사용되고 있다 (정형호[2008]). 한, 냉
동법 담수화는 온에서 이루어지므로 낮은 온도로 인해 시스템의 부식이 최소화되고 스 일이나 침 의 
우려가 다 (Rahman[2007]). 냉동법 담수화 기술의 하나인 간  냉동법은 증기압축식 냉동시스템을 이용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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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이런 냉동법 담수화는 1950년 부터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후 냉동법 담수화를 이용한 시스템 사이클
에 한 연구 (Shone[2007], Attia[2010], 이호생 외[2011]) 등이 있어왔지만,  세계 으로 아직 상용화된 
랜트가 없어 향후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기기  사이클 성능 개선에 한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동법 담수화시스템 장치를 구성하여 증발온도, 응축기 냉각수 온도, 해수열원 온
도 등의 변수에 따른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성능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Fig. 1(a)은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은 
크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 , 해수조로 구성되어 있고, 해수조는 증발기에 해당된다. 압축기는 3/4마력  
폐형을 부착하 으며, 해수조 내 해수 온도  증발온도에 따른 장치 성능을 알아보기 해 수동식 팽창

밸 를 용하 다. 냉매는 R-134a를 사용하 다. 증발기에 해당하는 해수조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와 같이 해수조 외부에는 냉매 코일이 감겨 있어 이 코일 내로 냉매가 유동하면서 해수조 내 해수
와 열교환하게 된다. 해수조 용량은 20리터로 제작하 다. 응축기는 냉각수로 담수  해수를 사용하기 
하여 티타늄 소재의 열교환기로 제작하 으며, 냉각수는 최  20LPM까지 공 할 수 있도록 순환펌   
유량계를 부착하 다. Fig. 2는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장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b) Schematic diagram of seawater storage 
tank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2 Photograph of experimental apparatus

2.2 실험방법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성능을 비교·분석하기 하여 증발기에서의 냉매 증발온도를 -15 ∼ -5℃, 응
축기 냉각수 온도를 15 ∼ 25℃로 변화시켜 실험하 다.

  



   해수조 내 해수는 해양심층수, 여름  겨울 때의 해양표층수, 해수난방시스템에서의 해양심층수 배출
수 등 4가지를 용하여 약 5 ∼ 26℃로 변화시켜 냉동법 담수화시스템 성능을 비교하 다. 실험 시작  
해수조 내 해수는 모두 18리터로 일정하게 공 하여 해수조에 공 하는 해수  가장 온도가 낮은 해수냉
난방시스템의 배출수를 기 으로 약 50분간 장치를 기동하 다. 장치 기동 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해
수조 내 해수 온도, 장치 주요 기기 입·출구의 냉매 온도  압력을 측정하여 해수조 내 해수 온도 변화, 
얼음 생성량  생성율, 소요동력 등을 분석하 다. Table 1은 앞에서 언 한 실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Parameter Value

Seawater temperature, ℃ 5 ∼ 26

Working fluid R-134a

Evaporating temperature, ℃ -15 ∼ -5

Cooling water temperature, ℃ 15 ∼ 25

Table 1. Simulated condition

3. 결과  고찰

Fig. 3은 증발온도가 -5℃일 때, 4가지 해수조인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해양심층수, 여름 때의 해양표
층수, 겨울 때의 해양표층수에 해당하는 해수 열원에 따른 장치 기동에 따른 해수조 내 온도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4가지 해수 열원의 온도에 해서는,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는 약 1℃, 심층수는 4.7℃, 여름 표
층수는 26℃, 겨울 표층수는 10℃이다.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를 기 으로 여름  겨울 표층수, 심층수가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온도인 1℃에 도달한 이후 약 50분 동안의 장치 구동에 따른 해수조 내 온도 변화
이며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를 제외한 3가지 해수열원들이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을 0으로 환산하여 x축 설정하 다. 그럼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른 4가지 열원의 온도 변화는 거의 비슷하
게 나타났고, 50분 동안의 장치 구동 후 4가지 해수열원의 해수조 내 온도변화는 거의 일정하 다. 여름 
 겨울 표층수, 심층수를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해수조 내 열원으로 이용시,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온

도인 1℃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41분, 21분, 11분이 소요되었다. 즉, 표층수를 냉동법 담수화
에 이용시 가장 온도가 낮은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에 비해 높은 온도로 인해 냉동법 담수화 기법을 이용
한 얼음 생성을 한 냉각 시간이  그래 의 차이만큼 오래 걸리고, 그 만큼 소요동력이 증가하게 된다.

Fig. 4는 해수조 내 해수 열원이 해양심층수일 때, 해수조 내 증발온도에 따른 해수조 내 심층수의 온
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동일한 온도의 해수 열원에 해서, 증발온도가 낮아질수록 해
수조 내 온도는 더 떨어지게 지고, 증발온도가 낮아질수록 해수조 내 온도가 더 떨어지므로, 동일한 해수
조 온도를 만들기 한 필요 시간은 증발온도가 낮아질수록 작아짐을 알 수 있다.

Fig. 5는 증발온도에 따른 4가지 해수조인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해양심층수, 여름 때의 해양표층수, 
겨울 때의 해양표층수에 해당하는 해수 열원에서의 얼음 생성량  생성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동일 해수 열원에서, 증발온도가 낮아지면 배수량이 작아지므로 얼음 생성량  생성율이 증가하
고, 해수 열원이 심층수일 때, 증발온도가 -13℃일 때가 -5℃  -9℃일 때보다 각각 얼음 생성량이 약 
79.5%, 7.7% 증가하 다. 동일 증발온도에서, 해수 열원의 온도가 높아지면 실험 시간이 길어지므로 얼음 
생성량  생성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수조 내 낮은 온도의 냉매와 해수가 하는 시간
이 많아지므로 생성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증발 온도가 -5℃일 때, 여름 표층수의 경우 겨
울 표층수  심층수에 비해 얼음 생성량이 각각 약 17.5%, 20.5% 증가하 고, SWAC 배출수의 경우 심
층수에 비해 얼음 생성량은 평균 약 4.3% 감소되었다.

Fig. 6은 증발온도가 -5℃일 때, 4가지 해수조인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해양심층수, 여름 때의 해양

표층수, 겨울 때의 해양표층수에 해당하는 해수 열원에서의 산 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름  겨울 표
층수, 심층수를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해수조 내 열원으로 이용시,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온도인 
1℃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41분, 21분, 11분이 소요되었고, 이를 산 력으로 나타내면 각각 
113.2, 52.7, 27.0 × 10-3 kWh이 소요되었다. 즉, 표층수를 냉동법 담수화에 이용시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에 비해 높은 온도로 인해 냉동법 담수화 기법을 이용한 얼음 생성을 한 냉각 시간이  그래 의 차이
만큼 오래 걸리고, 그 만큼 소요동력이 증가하 다. 심층수 이용시 여름  겨울 표층수에 비해 산 력
은 각각 약 16.3%, 34.3%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의 경우 심층수가 해수
난방시스템 배출수에 해당되는 온도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1분 소요되었고 이 시간만큼 소요
력이 약 17.1% 감소되었다.
Fig. 7은 증발온도에 따른 4가지 해수조인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해양심층수, 여름 때의 해양표층수, 

겨울 때의 해양표층수에 해당하는 해수 열원에서의 소요에 지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 해수 열원에
서, 증발온도가 낮아지면 실험 시간은 비슷하나 해수조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어 얼음량이 증가하므로 소
요에 지는 감소하 다. 해수 열원이 심층수일 때, 증발온도가 -13℃일 때가 -5℃  -9℃일 때보다 각각 
소요 에 지는 각각 약 46.6%, 10.6%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증발온도에서, 해수 열원의 온도가 
높아지면 실험 시간이 길어지므로 얼음 생성량이 증가하지만 산 력도 증가하게 되고, 얼음 생성량 증
가보다 산 력의 증가폭이 더 크므로 소요에 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발 온도가 -5℃일 때, 
심층수이 경우 겨울  여름 표층수에 비해 소요 에 지는 각각 약 14.1%, 20.9% 감되었고, 해수난방시
스템 배출수의 경우 심층수에 비해 소요 에 지가 평균 약 12.6% 감되었다. 본 냉동법 담수화 실험 장
치의 경우 소요에 지 측면에서 볼 때 증발온도 -13℃보다 -9℃가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증발온도가 -5℃이고 해수 열원이 심층수일 때,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른 산 력  응축압
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냉각수 온도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증발압력하에서 응축압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이클 압력차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압축기 소요동력이 증가하게 되어 산 력이 증가하 다. 냉각수 온도가 15℃일 때의 산
력은 20℃  25℃에 비해 각각 10.4%, 1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증발온도가 -5℃이고 해수 열원이 심층수일 때,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른 얼음 생성량  소요에
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냉각수 온도가 증가할수록 압축기 소요동력이 증가하게 되어 사이클 성능이 감소하
게 되므로 얼음 생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냉각수 온도가 15℃일 때의 얼음량은 20℃  25℃에 비해 
각각 21.9%, 30.0% 증가하 다. 한, 냉각수 온도가 증가할수록 산 력이 증가하고, 얼음 생성량이 감소하여 
소요에 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냉각수 온도가 15℃일 때의 소요에 지는 20℃  25℃에 비해 각각 
26.3%, 32.4%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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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water temperature variation with 
respect to seawater he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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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water temperature variation with 
respect to opera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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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ce productivity and productivity ratio with 
respect to seawater he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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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tegrating power with respect to 
seawater he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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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ergy per ice productivity with respect 
to seawater he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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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냉동법 담수화시스템 장치를 구성하여 증발온도, 응축기 냉각수 온도, 해수열원 온도 등의 변수에 따른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성능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에 따른 4가지 열원의 온도 변화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50분 동안의 장치 구동 후 4가지 해
수열원의 해수조 내 온도변화는 거의 일정하 다. 여름  겨울 표층수, 심층수를 냉동법 담수화시스템의 
해수조 내 열원으로 이용시,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 온도인 1℃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41분, 
21분, 11분이 소요되었다. 

동일 해수 열원에서, 증발온도가 낮아지면 배수량이 작아지므로 얼음 생성량  생성율이 증가하 고, 
해수 열원이 심층수일 때, 증발온도가 -13℃일 때가 -5℃  -9℃일 때보다 각각 얼음 생성량이 약 
79.5%, 7.7% 증가하 다.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의 경우 심층수가 해수난방시스템 배출수에 해당되는 온도까지 떨어지는데 걸리
는 시간은 약 11분 소요되었고 이 시간만큼 소요 력이 약 17.1% 감소되었다.
냉각수 온도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증발압력하에서 응축압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이클 압력차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압축기 소요동력이 증가하게 되어 산 력이 증가하 다. 냉각수 온도가 15℃일 때의 
산 력은 20℃  25℃에 비해 각각 10.4%, 1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수 온도가 증가할수록 압축기 소요동력이 증가하게 되어 사이클 성능이 감소하게 되므로 얼음 생
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냉각수 온도가 15℃일 때의 소요에 지는 20℃  25℃에 비해 각각 
26.3%, 32.4%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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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탄산염의 제조

이승원, 정 지, 김 석, 문덕수, 김 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세터)

Manufacture of Carbonate using Deep Sea Water

S.W.Lee, H.J.Jung, Y.S.Kim, D.S.Moon, H.J.Kim (Deep Ocean Water Application Research Center)

                 

요 약

해양심층수를 역삼투막  나노막 등을 통해 농축하고, 제조된 농축수는 기분해

장치를 이용하여 음이온을 일정부분 제거한다. 강알칼리의 농축수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침 물을 만들고 이를 용해와 건조과정을 통하여 

탄산염을 제조하 다. 수 에서의 탄산이온들은 반응식(1)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평형을 이루면 존재하게 된다.

CO2+H2O⇌H2CO3⇌H++HCO3
-
⇌H++CO3

2-
  (1)

농축수는 기분해장치를 이용하여 pH10, 11, 12, 13의 강알칼리 농축수를 만든 후 

온도별(5, 10, 15, 20, 25℃)로 구분하여 농축수 의 이온과 충분히 결합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 다. 서로 다른 pH하에서 각각의 온도별로 보 된 강알칼리

의 농축수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탄산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탄산염의 생

성량을 비교하 고, 제조된 탄산염을 용해하여 각각의 탄산염에 포함되어 있는 양

이온과 음이온원소  미량원소들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 다. 최종 분리된 탄산염

의 경우 pH10에서는 3.03g으로 25℃에서, pH11에서는 3.75g으로 20℃에서, pH12에

서는 6.01g으로 5℃에서, pH13에서는 7.87g으로 20℃에서 가장 많았고, 온도는 다

른지만 가장 은 pH10에 비해 pH13에서는 약 2.6배의 탄산염을 얻을 수 있었다. 

각 온도에 따른 탄산염의 생성량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H가 높을수록 

많게는 약 5.7배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양이온가 음이온의 함량 분석결과를 보면 

Sodium(Na), Sulfate(SO4)  Chloride(Cl)의 경우 pH11에서, Magnesium(Mg)의 

경우 pH13에서, Calcium(Ca)의 경우 pH10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냈다. 양이온

인 Magnesium과 Calcium의 경우 pH에 따른 함량이 정반 로 나타났다. 이것은 

pH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와의 결합능이 좋다고 단된다. 미량원소인 망간, 철, 

아연, 셀 늄  아연의 경우 pH10,  붕소는 pH11, 알루미늄은 pH13에서 가장 많

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농축수를 기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탄산염을 제조할 경우 염기성이 강

한 pH하에서 보다 많은 함량을 얻을 수 있으며, 기분해를 통하여 pH를 조 할 

경우 특정된 탄산염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development to crystallize 

carbonate by the synthesis of carbon dioxide with treated Deep Sea Water. 

Deep Sea Water was concentrated through the nanofiltration or reverse osmosis, 

and treated by electrolysis to remove a portion of the anion and adjust the 

pH(10, 11, 12 and 13) through electrolysis. Under different pH for each 

temperature(5, 10, 15, 20 and 25℃ during 24hours) after injecting carbon 

dioxide(2,500 cc/min), combined with case made of carbonate production were 

compared. Carbonate weight was highest(7.87g at 20℃) in pH 13 and each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carbonate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Combined ability with carbon dioxide is good the higher the pH. We 

can get more content, and adjust the pH through electrolysis, if the specific 

carbonate is thought to be possible to manufacture.

 

Keywords : Deep Sea Water(해양심층수), Carbonate(탄산염), Carbon dioxide(이

산화탄소), Electrolysis( 기분해)

1. 서 론 

   본 연구는 해양심층수를 역삼투막  나노막 등을 통해 농축하고, 제조된 농축수는 기분해장치를 이용

하여 음이온을 일정부분 제거한다. 강알칼리의 농축수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침

물을 만들고 이를 용해와 건조과정을 통하여 탄산염을 제조하 고 그 제조특성에 해 검토하 다. 

2.  본 론 

   해양심층수로 제조된 농축수는 기분해장치를 이용하여 pH 10, 11, 12, 13의 강알칼리 농축수를 만든 후 

온도별(5, 10, 15, 20, 25℃)로 구분하여 보 한 후 농축수 의 이온과 충분히 결합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주

입하 다. 서로 다른 pH하에서 각각의 온도별로 보 된 강알칼리의 농축수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탄

산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탄산염의 생성량을 비교하 고, 제조된 탄산염을 용해하여 각각의 탄산염에 포함

되어 있는 이온들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 다.

Fig.1 Result of comparison on dry weight and pH   

Fig. 2 Result of comparison on content of Calcium(Ca)   



Fig. 3 Result of comparison on content of Magnesium(Mg)   

3. 결 론

   최종 분리된 탄산염의 경우 pH 13에서 함량이 가장 많았고, 온도별 함량 비교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이온의 함량 분석결과에서 Calcium(Ca)의 경우 pH의 증가에 따라 함량이 감소되었으며, 

Magnesium(Mg)의 경우 pH에 따른 함량이 정반 로 나타났다. 이것은 pH가 높을수록 Magnesium이 이산화

탄소와의 결합능이 좋다고 단된다. 

   농축수를 기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탄산염을 제조할 경우 염기성이 강한 pH하에서 보다 많은 

함량을 얻을 수 있으며, 기분해를 통하여 pH를 조 할 경우 특정된 탄산염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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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물 혼합물에 한 빛의 장 역별 흡수 상 분석
오상우*, 이문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안 ·방제기술연구부)

Analysis of Light-absorption Image of Oil-Water Mixture 

using Artificial Illumination

Sangwoo Oh*, Moonjin Lee (KORD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기름-물 혼합물에 해 여러 장 역의 원으로 부터 

흡수된 빛이 자결합소자(CCD)에 투 된 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물 에 

기름의 존재 유․무와 상태를 악할 수 있는 학  기름 탐지 방법에 한 기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물 에 기름의 존재 유·무와 기름의 두께 정보를 얻기 해

서, 혼합물을 통과하면서 감소되는 빛의 강도를 자결합소자로 획득한 상을 통

해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 으며, 최고의 선택도를 가진 원의 장 역을 찾기 

해서 발 다이오드(LED)의 장 역별로 선택도를 비교하는 실험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발 다이오드  465 nm의 장 역을 갖는 발 다이오드가 

물과 기름의 존재유무  기름의 두께에 따라 감소되는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물과 기름이 갖는 

특정 장 역의 빛에 한 흡수도의 차이로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학  분석 

방법론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a new optical method for oil detection using an analysis the 

light-absorption image of separate oil-water mixture with an artificial illumination 

is described. To obtain an information about the presence of oil on water and the 

thickness of oil, the intensity of light-absorption images acquired through CCD is 

analyzed. To select the optimal wavelength of the light source, the experiment is 

conducted using several LEDs having four different wavelength. In the case of 

using a blue LED having 465 nm wavelength, an intensity decreasing tendency of 

light-absorption image is obvious and clear. Through this research, new optical oil 

detection methodology is proposed using the absorption difference between water 

and oil with light source having specific wavelength and CCD.

Key Words : 기름(Oil), 흡수 상(Absorption Image), 상 분석

(Image Analysis), 발  다이오드(LED), 자결합소자(CCD)

1. 서 론

  

  해양에서 발생된 기름 유출 사고는 인간을 포함한 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생명체에 치명 인 향을 미치

므로,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기름의 확산을 막는 일은 매우 요하다. 신속한 기름의 확산 

방지를 해서는 해당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었는지를 악해야하며, 이러한 작업을 효

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탐지하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재까지 개발되어 있

는 기름을 탐지하는 다양한 방법 에서도 유출된 지역에서 기름의 존재를 탐지하는 유출유 장탐지기술은 

해양근처에 치한 원유정제설비와 같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양식어장과 같이 기름이 유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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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피해가 클 것으로 상되는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기름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한 기

술이다. 장탐지기술의 개발과 련하여 기에는 장에서 기름의 존재 뿐 만 아니라 종류  성분을 분석

하기 해서 실험실에서 기름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던 방법인 질량분석 기법을 이용한 센서의 개발이 시도되

었으나, 이는 성분분석을 한 처리 공정이 필요하므로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른다(Reeves, 2000).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해 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방법인 자외선 역의 빛에 

한 형 반응을 원리로 한 자외선 형 측정(UV Fluorescence)이나 물과 기름이 갖는 서로 다른 기  성질

(Capacitance)을 탐지 원리로 하는 센서들이 제안되어 유출유 장탐지를 한 소형화 랫폼 형태로 개발되

었다(Henry, 2001, Andrew, 1997).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자외선 소스  스펙트럼 분석기 등 다양한 종류

의 부품들이 집 되어야 하고, 이를 구동하기 한 력소비량이 크므로 별도의 원공 원이 없이 오랜 시

간동안 단독으로 해상에서 운용되어야하는 랫폼에 용하기에는 부 합하며, 제품의 단가  유지보수 비

용이 높아, 분실의 우려가 큰 해상에 다수의 센서를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까지 제안된 유출유 장탐지 기술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물과 기름이 

갖는 특정 장 역의 빛에 한 흡수도의 차이를 이용한 새로운 기름 탐지 방법을 구 하기 해서 다양한 

장 역의 원과 자결합소자(CCD)를 이용하여 기름과 물의 흡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한 실험  연구

를 진행하 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장이 서로 다른 빛에 해 물과 기름이 갖는 흡수도를 실험 으로 규명하기 해 그림 1

과 같이 LED 원을 액체(물, 기름 는 혼합물) 속에 치시켜 이로 부터 발산된 빛을 액체의 표면 에서 

CCD 센서로 촬 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구성하 다. 서로 다른 장을 갖는 원으로는 Blue LED, Green 

LED, Yellow LED, Red LED를 이용하 고, 이들 LED가 갖는 주 장은 Blue LED 465 nm, Green LED 

525 nm, Yellow LED 590 nm, Red LED 625 nm 이다. LED 원의 경우 주 장을 심으로 ±10 nm의 

역에 걸쳐 빛을 발산하는 특성이 있으나, 별도의 학  기구가 결합되지 않은 단일 원으로는 상당히 좁은 

장 역의 빛을 내는 단색 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 장 역별 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합한 소자이다. 기름과 물이 해당 원에 한 흡수도만을 확인하기 해서 본 실험에서는 태양 이나 등

과 같은 외부 원의 향을 차단한 상태로 진행하 고, 실험에 사용한 기름은 엔진에 사용되는 윤활유로 해

상의 선박 사고에 의한 기름 유출 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종류를 이용하 다. 실험은 LED 원을 켠 상태

에서 1) 물만 존재할 경우, 2) 물 에 기름이 5 mm 존재할 경우, 3) 물 에 기름이 10 mm 존재할 경우, 4) 

물 에 기름이 15 mm 존재할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해서 CCD 센서로 액체 표면을 촬 하 다. 

원과 물의 상층부(물-기름 분리층)와의 거리는 4 cm를 유지하 고, 촬 에 사용된 센서는 1920 x 1080 해

상도를 갖는 컬러 CCD를 이용하 다.  

Fig. 1. Experimental setup using LED and CCD



  그림 2는 네 가지의 다른 장 역을 갖는 LED 원에 해서 물만 존재할 경우, 기름이 각각 5 mm, 10 

mm, 15 mm의 두께로 존재한 경우에 해서 CCD 센서로 촬 한 상이다. 물만 존재할 경우에 비해 물 

에 기름이 존재할 경우, 빛이 기름층을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가 일어나므로 물 에 존재하는 기름의 두께

가 증가할 수 록 액체 에 치한 CCD 센서로 투 되는 빛의 세기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을 비교하기 해서 촬 된 상을 두 가지의 상처리 알고리즘을 용하 다. 첫 번째는 

획득한 상의 픽셀이 갖는 값을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환산한 후, 이 들의 값을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의 상이 갖는 체의 픽셀의 세기(intensity)를 도출할 수 있다. 제시한 첫 번째 알고리즘의 순

서를 간략화 하면 아래와 같다.

ⅰ) RGB image → Gray-scale image

ⅱ) Intensity filtering

ⅲ) Summation of total pixels

  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별 체의 픽셀이 갖는 세기의 합을 수치화 고 이 값을 각 경우에 

해서 비교하 다. 그림 3은 원별 기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기름의 두께 5 mm, 10 mm, 15 mm인 경우 

촬 한 상을 상기의 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출한 세기의 합을 비교한 그래 이다. 해당 결과값의 

비교를 통해서 Blue LED의 경우 기름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체 세기가 차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가

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Green, Yellow LED 그리고 Red LED의 경우에는 기름의 두께가 증가함에도 

최  세기의 픽셀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상분석을 해 용한 두 번째 상처리 알고리즘은 투 된 상에서 빛의 세기가 가장 큰 

값을 갖는 픽셀인 흰색 역의 크기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기름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기름

을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가 일어나므로, CCD 센서의 심에서 멀어질 수 록 빛의 크기가 차 으로 감

소되는 경향이 발생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빛의 세기가 큰인 역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기름

의 존재  두께에 한 차이 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한 두 번째 알고리즘의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다.

ⅰ) RGB image → Binary image

ⅱ) Intensity filtering

ⅲ) Summation of Max. value pixels

 

 

Fig. 2. Absorption Images of four different LED sources 

(Up-left: Blue LED, Up-right:　Green LED, Down_left: Yellow LED, Down_right: Red LED)  



  에서 제시한 두 번째 상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컬러 상의 픽셀값  R, G, B 모두 최 값인 255의 

값을 갖는 픽셀을 도출하고 합산하여 수치화를 하 고 각 상별 해당 값들을 비교하 다. 그림 4는 원별 

기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기름의 두께 5 mm, 10 mm, 15 mm인 경우 촬 한 상을 상기의 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출한 최 값을 갖는 픽셀의 합을 비교한 그래 이다. 해당 결과값의 비교를 통해서 

Blue LED의 경우 기름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최 값을 갖는 픽셀의 수가 차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Green, Yellow LED 그리고 Red LED의 경우에는 기름의 두께가 증가함에도 최  세

기의 픽셀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Intensity sum of total pixels

(Up-left: Blue LED, Up-right:　Green LED, Down_left: Yellow LED, Down_right: Red LED)  

  

   

Fig. 4. Intensity sum of max. value pixels

(Up-left: Blue LED, Up-right:　Green LED, Down_left: Yellow LED, Down_right: Red LED)  



  본 연구에서 구성한 장 역별 원에 한 물과 기름 혼합물의 투과 상 실험을 통해서 획득한 상을 

분석한 결과 465 nm의 주 장을 갖는 Blue LED의 경우 기름이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흡수되는 경향이 커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Green LED, Yellow LED, Red LED의 경우는 기름에 해서 특별

히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음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서 465 nm 장 역의 

원을 이용하면 빛에 한 물과 기름의 흡수도의 차이를 원리로 하는 새로운 기름 탐지기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이 서로 다른 원에 해 물과 기름이 갖는 흡수도의 차이를 서로 다른 장 역의 

LED와 CCD 센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분석하 다. CCD 센서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를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두 가지의 상처리 알고리즘으로 분석하 고, 이를 통해서 465 nm의 장 역을 갖는 Blue LED의 경

우 기름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량을 어드는 결과를 확인하 다. 따라서 해당 실험을 통

해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물과 기름이 갖는 특정 장 역의 빛에 한 흡수도의 차이로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학  탐지기법에 한 기 인 실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고,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

가 인 연구를 통해서 학  기름 탐지 센서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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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IS를 이용한 섬진강 하구역의 Web GUI Applicatio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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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GUI system for the Seomjin River Estuary based on MGIS

S.W.Park, J.K.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섬진강 하구역의 효율 이고 체계 인 해역환경 리를 해 해양 측데이터, 수

치모델데이터, 그리고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여 MGIS 기반 DB를 구축하여 섬진강 하구역의 물리해양학  특성을 체계화 하 다. 

한, MGIS 기반 Web GUI (Graphic User Interface) Application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연구

상해역인 섬진강 하구역의 물리해양학  특성을 체계 으로 구 하여 악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ABSTRACT

The Web GUI system provides an easy way for hydrodynamic geoscientists to construct 

complex visualizations that can be viewed with free software. This study proposes a Web 

GUI system using MGIS-based three-dimensional data models and hydrodynamic model. 

Finally, we design a Web GUI Seomjin River Estuary system integrating above data 

models. It must adds more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he various service item for 

approach more easily in order to user.

Keywords : MGIS(해양지리정보시스템), Seomjin River Estuary(섬진강 하구역), Web GUI 

Application(웹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 리 이션)

1. 서 론

   하구역은 담수와 해수의 물성이 혼합된 이지 (ecotone)로서, 장래의 생산량(future catch)을 결정하는 

생태 으로 매우 요한 장소이다. 한 홍수를 조 하고 수질의 자연정화 작용을 하는 완충지   침식지

의 역할, 그리고 여가활용  생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 하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지학  과정

은 육상  하천으로 공 되는 다양한 물질이 인  연안역으로 공 되는 정도를 결정하며, 한 하구의 해수

순환 등 물리  요인들이 이러한 과정에 함께 여하고 있다(양 등[2005]). 

   한편, 하구역에서의 수온, 염분, 조석, 조류, 랑, 조, 해일 등의 해양정보는 해양운송, 어업활동, 연안개

발, 자연재해 방, 해양환경 보 , 군사활동, 해양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 요성 한 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근의 어려움, 측기술의 부족, 막 한 데이터 수집비용으로 인해 해양활동  보에 필요한 

해양데이터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 번 수집된 데이터는 유실 없이 보 하고 

최 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통시켜야 하며, 이를 해 최근 컴퓨터 기술들을 도입, 용한 데이터 리기술

들이 개발되고 있다(김 등[2005]). 

   섬진강 하구역에는 하구둑이 건조되어 있지 않아 섬진강 하류일 와 양만이 하나의 활한 기수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섬진강 본류에는 도시와 공업단지가 인 해 있지 않고, 지리산이 인 해 있어 수질이 비

교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 그러나 하구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POSCO, 여수국가산업단

지, 하동화력발 소, 양콘테이 터미  등)와 도시( 양시, 순천시, 여수시)에서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다량 배출되며, 하구입구의 POSCO 매립은 섬진강 하구의 지형 변화와 조류 흐름의 변화를 래하 다. 특

히, 섬진강 하구역에서는 규모 모래채취로 인한 수심 하강과 의 건설, 취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해수가 

역류하는 등 염수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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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섬진강 하구역의 효율 이고 체계 인 해역환경 리와 상시 분석 가능한 시스

템 구축을 해 해양 측데이터, 수치모델데이터, 그리고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여 MGIS 기반 DB를 구축하여 섬진강 하구역의 물리해양학  특성을 가시화 

 체계화 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HTML5(HyperText Markup Language 5) 언어를 이용한 MGIS 기반 

웹 GUI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Fig. 1 Digital chart of study area.          Fig. 2 Observing point (July., 2005 and Feb., 2006).

2. 자료  방법

2.1 해역 수치정보 통합

   연안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Table 1과 같이 해역의 많은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요하나 

연안의 환경정보 등이 통합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각각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해양에서는 

고정 측이나 동시 측이 어려워 측값이 많지 않고, 장 측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첩되어 나타나 

원하는 값만을 보기 힘들다. 이러한  때문에 해역의 각종 정보를 수치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를 수치

화 할 때도 통합을 염두에 두고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것과 서로 다른 측

에서 측되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기 해서는 측데이터 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

시켜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수치모델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 통합 인 정보구축을 해서는 해역

을 하나의 균일격자로 만든 후 수온, 염분, 조석, 풍 , 쓰나미, 연안류, 이안류, 표사이동 등 재 하고자하는 

상을 야기시키는 제반인자를 입력해 모델링 한 후 출력값을 격자에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앞서 구성

한 격자에 다양한 해역의 수치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1) 연안지형도

   하나의 도면을 제작하기 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하는 측에는 많은 인원과 시간, 기술  비용이 필요하

므로 실질 인 측을 통한 연안주제 도면제작에 앞서 기존에 만들어진 수치해도와 수치지도를 사용해 GIS 

S/W에서 양 도면을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해 연안지형도  연안수치표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으며, 해도의 

디지타이징 작업을 통해 과거와 재의 본 연구 상해역인 섬진강 하구역의 지형변화를 살펴보았다. 



Position Item

Atmosphere
 - wind direction, speed

 - air pressure

Ocean

current
characteristic

 - tidal current
 - ocean current
 - tsunami, etc.

wave
characteristic

 - wind wave
 - swell

geographical
characteristic

 - sediment

physical
characteristic

 - transparency     - temperature
 - salinity           - color

chemical
characteristic

 - ph               - T-N
 - T-P             - nutrient
 - DO              - SS
 - COD             - heavy metals

ecological
characteristic

 - plankton : phytoplankton, zooplankton
 - aquatic plant and animals, etc.

Table. 1 Types of ocean information

   2) 해양 측

   해양환경은 시․공간 으로 변화의 폭을 달리하게 되며, 연안해역의 경우는 조석주기와 계 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수온과 염분은 상해역의 수괴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인 

항목으로서, 해수의 화학조성은 물론 해양생물의 기 생산과 서식특성을 결정하는 기본항목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온, 염분, 유속, 유향, 투명도  부유물질(SS) 등과 같은 해양물리 환경의 시․공간 인 분

포특성을 악하기 해 2005년 7월과 2006년 2월에 Fig. 2와 같이 여수해만을 포함한 섬진강 하구역을 상

으로 측을 실시하 다. 해양 측은 섬진강 하구에서 나오는 담수와 발 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수유

동에 따라 주변해역에 어떻게 이동하고 그 향권이 어디까지인지 추정할 수 있도록 조기, 소조기의 만조, 

간조시 실습선인 청경호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측하 다.

   수온과 염분 측정은 600MKⅢ CTD를 사용하여 장에서 측정하 다. 측정된 수온  염분 결과는 각각

의 특성치의 공간  분포를 악하기 해 수평분포도를 작성하 다. 

   3) 3차원 해양순환모델(Princeton Ocean Model)

   본 연구에서는 Princeton 학의 기와 해양과학연구센터  Dynalysis 연구소, NOAA의 지구물리 유체

역학실험실 등에서 해양학  문제에 용하기 하여 Blumberg and Mellor(1987)에 의해 개발되어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3차원 해양순환모델인 POM(Princeton Ocean Model)을 이용하여 섬진강 하구역

의 해수유동특성을 악한 김(2006)의 결과를 사용하 다.

2.2 MGIS와 데이터 통합

   연안은 육역과 해역의 천이지역으로 다양한 환경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요인을 수집, 분석하여 정보로

서의 가치를 가지기 해서는 치속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정보를 구축하는 최 방

안은 기존의 측되어진 각종 해양환경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해양환경데이터에 

치속성을 주어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MGIS와 기존의 수치모델 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속형태는 MGIS 공간데이터가 곧 수치모델에서 요구하는 입력 데

이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수치모델에서 하나의 입력변수가 몇 개의 표 

값으로 입력되었던 것과는 달리 치에 따른 공간  변이를 나타내는 수치지도 데이터로서 입력되기 때문에 

모델 측결과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MGIS가 수치모델링에서 요구하는 입력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발 하여 모델링의 결과를 

MGIS에서 시각화하여 표 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 즉 수치모델에서 요구되는 입력변수의 값이 

MGIS 수치지도 데이터로부터 각 지 별로 입력된 후 그 결과가 다시 MGIS로 넘겨져 수치지도의 형태로 표

하는 속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숫자로 그 측결과를 표 하는 종래의 모델링에 비하여 각 치

마다의 모델 측값이 부여됨으로써 시각 으로 공간 인 변이를 보여  수 있다(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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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GIS Integration system building process.

2.3 Web Application

   HTML5는 웹의 근간을 이루는 HTML의 새로운 버 이다. 2004년 웹 라우  벤더와 개발자 커뮤니티

가 주축이 된 웹 하이퍼텍스트 어 리 이션 워킹그룹의 안으로부터 시작된 이 표 안은 웹 라우  호

환성, 구조 이고 의미  마크업  편리한 웹폼 기능을 제공하여 웹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리

치 웹 어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API를 포함하고 있다. 한 재 모바일 웹 트

래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Phone, Android 두 랫폼이 HTML5를 잘 지원하고 있는 WebKit 기반의 

라우 를 사용하고 있다(윤 등[2010]).

3.  결과  고찰

   연안지형도, 해양 측데이터  수치모델데이터를 MGIS DB로 통합 구축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a. Digital chart b. Observing point

c. Numerical result d. Observation result

Fig. 4 Digital chart, observing point, numerical model and observation data.



   웹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MGIS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ArcGIS 로그램에서 HTML5형태로 변

환하 다. 한, 메모장을 이용한 언어 편집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켰다(Fig. 5).

   MGIS 기반 Web GUI Application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연구 상해역인 섬진강 하구역의 물리해양학  

특성을 체계 으로 구 하여 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Fig. 6). 

   본 연구를 통해 하구역의 Web GUI Application 환경정보 지원체계 구축모형의 한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

다. MGIS를 이용한 섬진강 하구역의 Web GUI Application 연구결과 HTML5를 이용하여 특별한 러그인

이나 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 다. 이로서 다양하고 많은 양질의 정보를 체

계 운용에 한 큰 이해도 없이도 사용자 측에게 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우려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그러나 특정한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서 문 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에게는 난해한 정보의 나열

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한 책으로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매체별, 수용체별, 사회경제  분야별로 다

양한 정보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선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보다 양질의 

정보지원체계를 구성하기 해서 다양한 문가  사용자들을 심으로 분야별 필요정보형태와 함축수  

등을 조사하여 이를 모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정보지원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Fig. 5 Script of HTML5.

Fig. 6 HTML5 code(left) and observation position(iPhone mode)(right).

4. 요약  결론

   섬진강 하구역의 요성  이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데이터들이 양산되고 있으나 일부 자

료들이 통합 , 장기  정책지원  환경보 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련 정보의 통합, 변환, 구축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측데이터  수치모델링 데이터 그리고 MGIS를 이용한 Web GUI Application 구축

을 통하여 섬진강 하구역의 물리해양학  특성 악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연안지형도, 해양 측  3차원 해양순환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 MGIS DB 구축을 통하



여 종합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HTML5를 이용한 MGIS 기반 Web GUI Application 구

축을 통하여 연구 상해역인 섬진강 하구역의 물리해양학  특성을 웹  모바일에서도 체계 으로 구 하

여 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도와 바람 등에 의한 향 분석이 필요하며 한, 이러한 분석방법에 기 하여 지난 수십년간 많

은 지형변화가 있었던 섬진강 하구역의 지형과 유동데이터를 추가할 경우 향후의 양만  여수해만의 유

동 변화 측시스템 수립에 좋은 참고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정보지

원체계를 구성하기 해서 다양한 문가  사용자들을 심으로 분야별 필요정보형태와 함축수  등을 조

사하여 이를 모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정보지원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사용자의 치추 이 가

능한 HTML5 언어의 장 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분석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참고문헌

[1] 양성렬, 송환석, 김 천, 박철, 문창호, 2005, “섬진강 하구역에서 환경요인  기 생산성의 변화”, 한국해

양학회지 10(3), 164-170.

[2] 김도희, 조 서, 이 식, 2005, “ 양만으로 유입되는 질소, 인의 원 오염부하 특성”, 한국해양환경공학

회지, 8(1), 1-8.

[3] 권기 , 문창호, 이재성, 양성렬, 박미옥, 이필용, 2004, “섬진강 하구역에서 양염의 하구내 거동과 럭

스”, 한국해양학회 9(4), 153-163.

[4] 김명원, 2006, “POM을 이용한 섬진강 하구역의 해수유동 특성”, 여수 학교 석사학 논문, 1-62.

[5] 김정 , 2000. GIS와 해역 수치정보의 통합모델에 한 연구, 부경 학교 석사학 논문, 3-58.

[6] 윤석찬, 신 석, 정찬명, 정 호, 권정 , 2010, 실  HTML5 가이드, Web Standards Korea.



력발  장치 계통연계를 한 해 이블 보호설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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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ubmarine Cable Protection Facility for Grid Connection of Wave 

Power Generation Plant

Suk-Bum Hwang, Seung-Hwan Ahn, Kyung-Won Park, Jeong-Hoon Do, Hwang-Jin Ryu

(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KOCECO))

요 약

본 연구는 제주 서측 차귀도 주변해역에 설치 정인 력발  장치 계통연계를 한 보호설비의 

선정을 하여 MBES(multi beam echo sounder), SBES(sigle beam echo sounder)  잠수조사를 

수행하 으며, 상해역의 해 이블에 한 해요소 분석을 통하여 한 보호설비를 제안하

다. MBES, SBES  잠수조사 결과, 상해역 주변은 암반이 우세하게 분포하 으며 력발  장

치 설치 정 주변역은 일부 사질 구간이 존재하 다. 한 상해역의 유의 고 분포(Hs)는 력

발  장치 주변역에서 7.0 m 고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향 분포는 력발  장치  수심의 

향으로 인하여 굴   회  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해 이블 보호설비의 선정은 상해역의 

해양환경 특성  해요소를 정확히 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본 연구해역은 돌을 쌓거나 되메

우는 형태의 보호설비가 합하다.

ABSTRACT

To suggest of the submarine cable protection facility for the wave power generation plant 

around Chagwi-do in western sea of Jeju, we have investigated marine survey such as 

MBES(multi beam echo sounder), SBES(sigle beam echo sounder) and dive. We have proposed 

proper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 to analysis damage factors of the submarine cable. As a 

result of the marine survey, bedrocks are spread out both the study area and vicinity of the 

wave power generation plant. However, distribution of sand has revealed the area of some part 

on seabed. Also, distribu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 (Hs) in study area has occurred 7.0 m 

and distribution of wave direction has come out the refraction and diffraction effect on the 

wave power generation plant and water depth. Consequently, the submarine cable protection 

facility should have selected to consider marine characteristics and damage factors. It is 

adequate that protection facilities of rock dumping and backfilling in this study. 

Keywords : 력발  장치(Wave Power Generation Plant), 해 이블(Submarine Cable), 

보호설비(Protection Facility), 해요소(Damage factor), 유의 고(Significant Wave Height)

1. 서 론 

   해양 신재생에 지는 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세계 으로 각 받고 있는 분야 의 하나이다. 이

와 같이 해양에서 용 가능한 신재생에 지는 기존의 에 지를 활용하는 재생의 개념으로써, 도의 움직임

을 이용한 력발 , 해상에서의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 , 물과 썰물

의 움직임을 이용한 조류 발   심층과 표층 간의 온도차를 이용한 해수 온도차 발  등이 있다. 해양에서 

용 가능한 신재생에 지  해양의 랑 에 지원을 이용한 사업이 제주 서측 차귀도 주변해역에서 실증

단계로 추진 에 있다[김 등, 2011]. 

   계통연계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에 지원과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된 기 에 지와의 연결이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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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에 지원을 이용하기 해서 계통연계에 한 요성이 많이 부각되어 왔다. 

계통연계, 즉 해 이블 설치  보호는 해양에 지 이용에 한 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재 설치되어 있는 육지-제주간 HVDC 해 이블 구간에서 2006년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제주의 규모 정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복구  보강 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한국 력공사, 1998; 2007]. 이와 

같은 계통연계  보호에 한 요성을 인지하고, 효율 인 력 생산  수 을 하기 해서는 해 이블 

설치뿐만 아니라 보호설비에 한 설계  선정의 요성도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주 서측 차귀도 주변해역에 설치 정인 력발  장치의 계통연계를 하여 해양조사  

해 이블에 미치는 해요소를 분석하여 보호설비 선정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2. 자료  방법

2.1 해양조사

   해 이블을 설치하기 해서는 해양조사를 필수 으로 수행하여 해  수심, 지형  지질 상태를 정확

히 악해야 한다. 해  수심, 지형  지질 상태를 악하기 한 조사 항목은 다 빔 음향 측심기(multi 

beam echo sounder, MBES)  단빔 음향 측심기(single beam echo sounder, SBES)를 이용한 조사와 잠수 

조사를 통한 해 면 상 확인이 있으며, Table 1 와 같이 수행하 다. 

   MBES  SBES 조사는 선박에 부착되어 있는 음향 송수 기(transducer)에서 나온 음 를 이용하여 해

면의 지형 상황을 연속 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 때, 선박이 진입 가능한 흘수를 기 (수심 약 5 m)으로 

MBES  SBES 조사를 각각 수행하 다. 

   잠수 조사는 MBES  SBES 자료처리 시 자료의 interpolation  filter 등과 같은 공간 보정 오차에 

한 정확한 해 면 악을 하기 하여 실시하 다. 잠수 조사에 사용된  장비는 SCUBA(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를 이용하여 2인의 잠수사가 동시에 입수하는 짝잠수(pair dive)를 실시하

다(Fig. 1). 

items equipment date remarks

MBES S-150 (Reson) Oct. 1∼2, 2010

SBES AquaRuler 200S (Sonar Tech) Jan. 26∼27, 2012 shallower than 5 m

dive dive system, camera, housing
Oct. 5, 2011
Jan. 27, 2012

Table 1 Details and plan of ocean survey 

Fig. 1 Bathymetry map of study area by survey items. Solid and dotted box indicated MBES and SBES 

survey, representatively. Bold line is dive survey. 



2.2 천해 설계 랑 산출

   해 이블에 용되는 해양환경요인  랑에 한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하여 수치 랑모형을 이용

한 랑 분포를 계산하 다. 상해역은 수심 약 20 m 이내의 천해역으로써, 랑에 한 항력  양력이 해

이블에 한 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계산에 사용된 모델은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 

모델을 사용하 으며, 랑작용 평형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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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al rate of change of action density in time,

 


 


  : propagation of action in geographical space, 

 cx,cy  :  propagation velocities, 

 
 

  :  shifting of the relative frequency due to variations in  depths and currents (with propagation 

velocity c σ  in σ  space), 

 
 

  : depth-induced and current-induced refraction (with propagation velocity cθ  in θ space). 

   속도는 선형  이론으로 도출되고, 랑작용 평형방정식의 소오스 항 S는 랑간의 비선형 상호작용, 

랑 소산, 랑 발생의 효과를 나타낸다. SWAN에서 유의 고( H s ), 향( Dir ), 주기( Tm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먼 , 유의 고 H s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H s =  4 ⌠
⌡

⌠
⌡E(

ω,θ)dωdθ  (2)

   여기서 E(ω,θ)은 분산 도 스펙트럼이다. 풍 와 울을 합한 총 H 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 s =  H
2
sw + H

2
ss
 (3)

   여기서 H sw은 풍 에 의한 유의 고이고, H ss은 울에 의한 유의 고이다. 평균 향 Dir은 다음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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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주기 Tm 은 다음으로 정의된다.

 Tm =  2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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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ω는  원주 수로 도 러 효과를 포함하는 분산 계식에 의해 결정된다. 

   계산에 사용된 수심자료는 수치해도, MBES  SBES 조사결과를 사용하 으며, 입사 랑은 한국해양연

구원[2005]의 심해설계 랑자료를 이용하여 해당해역의 50년 빈도 주기 Hs 3.86 m, Tp 12.64s를 JONSWAP 



스펙트럼에 입력하고 주 향인 Dir 315 ˚로 조 하 다. 한 정 계수는 3.3을 가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해요소 분석 

   해 이블을 설치하기 해서는 먼  상해역에 산재되어 있는 해요소를 악하야 한다. 해 면에 설

치되는 해 이블에 한 해요소는 크게 항행선박의 앵커  어로활동 등으로 분류되는 인 인 해요

소와 조류  랑 등과 같은 해양환경 인 해요소로 구분되어 진다. 안과 김[2009]에 따르면, 해 이블

에 작용하는 인 인 해요소는 양식장 설치에 사용되는 말목  항행하는 선박의 앵커 등이 주요한 해

요소로 선정되지만, 본 상해역은 조업  항행하는 선박의 활동이 은 지역이며 조업하는 선박은 약 50∼

100 kg 의 소형 앵커를 사용하여 조업을 실시한다. 한 본 연구해역은 력발 장치가 설치되는 랑에 

향을 크게 받는 해역으로써, 랑으로 기인되는 양압력  항력 등이 주로 작용하는 해양환경 인 해요소

이며, 특히 쇄 (breaking zone)에서 그 힘이 크게 작용한다. 

3.2 해양조사 결과 

   MBES 결과의 확인은 조사된 자료를 2차원  3차원으로 이미지 후처리된 이미지 상으로 해 면의 상

태를 확인한다. MBES 이미지상의 평평한 부분(flat)이 존재하는 곳은 해  면에 이상 물체가 없거나 사질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며, 요철이 주로 존재하는 부분(rugged)은 이상 물체가 다수 산재하거나 암반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MBES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력발  장치 설치 지 의 주변 수심은 약 12∼15 m의 분포를 나타내었

다. 한 력발  장치 설치지 의 남측 반경 약 100 m 주변은 암반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반경 약 300 

m 주변은 해  면이 평탄한 사질이 분포하 다. 한 력발  장치를 심으로 북동측 방향의 약 400 m 

주변은 골(valley)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수심이 얕아질수록 주로 암반 분포를 나타내었다(Fig 2). 

S = 1:3,000

Fig. 2 Survey lines of MBES(left) and 2D image of MBES survey(right).

   SBES 조사는 해 이블 정 경로를 심으로 약 400 반경의 주변 분포를 악하 다. 조사 결과, 1 구

역(남측 지역)은 평균 수심이 약 4.5 m 이며, 평균 수심보다 약 1∼1.5 m 높은 암반이 다수 분포하 다. 

한 해안에서부터 약 200 m 이상의 지 은 수심 약 6∼8 m 까지 형성되었다. 2 구역( 정경로 주변)의 평균

수심은 약 5.2 m 이며 수심 분포는 약 1.5∼8 m를 나타내었다. 한 2 구역의 암반분포는 평균 수심보다 약 

1∼2 m 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3 구역(북측 지역)의 평균 수심은 약 5.9 m 이며, 수심 분포는 7∼9 m

를 나타내었다. 3구역의 암반 분포는 주변보다 약 2 m 의 높은 지역이 일부 존재하 다(Fig. 3). 



Fig. 3 2D image of SBES survey. Bold line indicate expected cable route.

   잠수조사의 확인은 조사 시 비디오 카메라  스틸 촬 을 실시하여 결과를 악하 다. 잠수 조사 결과

를 살펴보면, 력발  장치 설치 주변역(해안으로부터 약 1,100 m 이격지 )은 일부 암반이 존재하나 사질

이 주로 분포하 다. 해안으로부터 약 850 m  500 m 이격된 지 의 잠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암반이 다

수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일부 사이에 사질이 존재하 다. 한 해안으로부터 약 50 m 이격된 지

의 분포는 주로 암반이 많이 분포하 으며, 해안선 주변역은 크기가 큰 암반이 다수 존재하 다(Fig. 4). 

Fig. 4 Dive survey images of 1,100m, 850m, 500m, 50m from the 

coastal line(from upper left to clockwise).

3.3 력발  장치 주변역의 랑 분포 

   해 이블  해 이블을 보호하는 보호설비는 부분이 해  면에 착 되는 형식으로 설치되는 구조

물이다. 해양구조물은 해양환경의 극한조건에서 견딜 수 있으며, 외력 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안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랑에 한 해요소가 크게 작용하므로 설계 (design wave)를 산출하여 

각각의 고  향에 한 조건을 선정하 다. 

   Fig. 5에 나타난 연구 상해역의 유의 고의 분포를 살펴보면, 력발  장치를 심으로 북서측은 약 8.5 

m 의 유의 고가 진행되어 입사하고 있으며, 력발  장치 주변역은 약 7.0 m 의 고 분포가 나타났다. 

고의 분포는 연안역으로 입사될수록 수심의 향으로 인하여 고의 크기가 감소된다. 한 력발  장치 



주변의 향의 분포는 북서향(315˚)의 입사 가 우세하게 분포되지만, 력발  장치 주변은 력발  장치의 

향으로 인하여 남측 약 100 m 반경 주변역에서 랑의 회  상이 발생하 으며, 연안역으로 입사될수록 

수심의 향으로 인한 굴  상 발생하 다. 

Fig. 5 Distribu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left) and wave direction(right).

3.4 해 이블 보호설비 

   해 이블 보호설비의 선정은 설치해역의 해양환경 특성  해요소를 정확히 단하여 선정되어야 한

다. 안과 김[2009]  안승환[2012]에 따르면 해 이블의 종류는 보호설비의 형태, 시공 방법 등에 따라 구

분 될 수 있다(Table 2). 연구 상해역은 랑에 의해서 작용되는 힘이 크게 발생하는 해역으로써, 착 형으

로 설치되는 w-mattress  a-duct 등과 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해 이블 보호설비는 항력  양압

력에 의하여 도  이탈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암반이 산재된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 이블 상단부에 돌을 이용하여 쌓거나 되메

우는 형태의 보호설비가 합하다. 한 일부 편평한(flat)의 지역은 랑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의 

이동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net 형태의 돌을 감싸는 보호설비인 stone bag 이 보다 안정 일 것이

다(Fig. 6). 

Table 2 Type of protection facilities of the submarine cable (Ahn and Kim, 2009; Ahn, 2012)

type protection method type protection method

piles up 

the rock

rock dumping

hard mattress

concrete mattress

side stone dumping seamat

precision rock building w-mattress, a-duct

flexible 

mattress

ACM, FCM

bag structure

stone bag

Flexweight concrete bag

S-FCM, As-FCM mortar bag

pole-mattress grouting bag

protects 

the cable

cast iron pipe
uraduct (u.p)

burial

burying (plough)

trenching(water jetting, cutting, 
dredging)



HVDC Cable

F.O Cable

U.P Pipe

HVDC Cable

F.O Cable

U.P Pipe

Fig. 6 Profiles of submarine cable protection facility.(left: rock dumping, right: stone bag).

3. 결 론 

   본 연구는 제주 서측 차귀도 주변해역에 설치될 력발  장치 주변해역에 해 이블을 설치하기 하

여 MBES, SBES  dive 조사, 해요소 분석을 수행하여 해 이블이 설치되는 해역에 합한 해 이

블 보호설비를 제안하 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  본 연구해역은 력발  장치가 시설되는, 랑에 의한 항력  양압력이 크게 분포하는 해역이며, 

인 인 해요소에 한 해 이블의 험요소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해 면  수심의 분포를 악하

기 하여 해양조사 결과, 력발  장치 주변해역은 수심 약 12∼15 m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력발

 장치를 심으로 북동측 방향의 약 400 m 주변은 골(valley)이 존재하 다. 한 력발  장치로부터 해

안선으로 갈수록 암반이 다수 존재하 으며, 해안선 주변은 크기가 큰 암반이 다수 분포하 다. 

   력발  장치 주변역의 랑분포는 약 7.0 m의 유의 고가 력발  장치 주변에서 분포하 으며, 연안

역으로 입사될수록 력발  장치 주변 남측역에서 굴   회  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력발

 장치  수심의 복합 인 향으로 인하여 랑의 변형이 발생되었다고 단된다. 

   해 이블 보호설비는 해양환경 특성  해요소에 한 정확한 분석을 선행한 후 선정되어야 하며, 본 연

구해역의 주된 해요소인 랑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을 고려하 을 때, 돌을 쌓거나 되메우는 보호설비가 합

하다고 단되며, 일부 구간에서는 net 형태의 돌을 감싸는 보호설비인 stone bag 이 보다 안정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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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의 구조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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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co-friendly Submarine Cable Protection Duct

Seung-Hwan Ahn, Hoi-Kwon Hue, Gyoung-Won Park, Suk-Bum Hwang, Won-Il Shim

(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KOCECO))

요약

본 연구는 해 이블 보호 구조물의 역할과 인공어 의 기능을 복합 으로 갖는 친환경 해 이

블 보호 구조물에 하여 해 이블 해요소인 앵커 충돌에 한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개발 인 해 이블 보호 구조물은 선박의 닻이나 어구 등의 해 이블 해요소에 

해 안정성은 물론,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의 서식지  산란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인공어 의 기능

을 복합 으로 가지는 친환경 해 이블 보호 구조물이다. 앵커 충돌에 의한 해 이블 보호 구

조물의 응력  변 의 변화를 유한요소 로그램인 LS-DYNA로 계산하여 친환경 해 이블 보

호용 덕트의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 다.

Keywords: Submarine cable(해 이블), Protection Duct(보호용 덕트), Eco-friendly(친환경),  

  Anchor collision(앵커 충돌), Numerical simulation(수치 시뮬 이션)

1. 서 론

   2006년 4월 1일 선박의 앵커충돌에 의하여 해 이블이 손되어 제주  지역 정 사태의 에서 알 수 

있듯이, 해 이블은 고장 발생 시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양식장의 쇠말목, 선박

의 앵커 투어 등의 인 인 험요인과 계 풍, 태풍 등의 자연 인 험요인에 상시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험요인을 사 에 완  차단하기란 실 으로 어려우며, 해 이블의 신뢰도 향상을 해서는 해양환경에 합

한 최 의 보호공법 용이 필수 이라 할 수 있겠다.(이종석 등[2009]).

   일반 으로 국내․외의 해 이블 보호공법의 종류는 크게 돌을 쌓는 형태, 유연한 매트리스 형태,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블을 감싸는 형태, 단단한 매트리스 형태, Bag 구조, 매설하는 형태  기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주로 해 이블 보호공법에는 매설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 연안에서는 양식어장이라

고 하는 특수한 여건과 조업선박의 어구어법으로 인하여 설치해역의 해양환경특성에 따라 30여종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해 이블 보호공법은 부분 형 앵커의 투하  끌림에 한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얕

은 수심   비항로 구간에 일반 으로 설치되는 해 이블의 경우 경제성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다. 한 

설치된 해 이블 보호 구조물 내․외부에 해양 동․식물의 분포  증식이 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의 해 이블 보호공법은 인공어 로서의 기능이 무하다(안승환 등[2011]). 따라서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

의 서식지  산란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인공어 의 기능을 복합 으로 가지는 친환경 해 이블 보호 구

조물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 이블 보호 구조물의 역할과 인공어 의 기능을 복합 으로 갖는 친환경 해 이

블 보호 구조물에 하여 해 이블 해요소인 앵커충돌에 한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 다.

2. 해 이블 해요소  보호공법

   해 이블 보호공법은 해 에 부설되는 해 이블이 인 ․환경  해요소에 의한 손상  내부응

력에 의한 손을 방지하기 함이다. 아래의 Fig. 1(Kordahi and Shapiro[2004].과 같이 일반 으로 해 이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Damage
 Factor

Type

 Fishing 
Boat

Stow Nets on Anchor,  Fleet,
 Weir, Trawler, etc.

Anchor
 Anchoring on the Submarine Cables Route
(trading vessel, fishing boat, barge, etc.)

Marine 
Construction

 Dredging, Gather, Dump, etc.

Natural 
Disasters

earthquake, Seabed Change, etc.

Table 1. Damage Factors of Submarine Cable

블의 안 을 하는 해 요소로는 인간의 인 인 어업활동에서 비롯되는 외부 인 환경요인이 우세하

게 나타났으며, 트롤어선의 개 이나 안강망 어선의 앵커와 같은 조업도구인 경우가 부분이다. 한 인

간의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나무말목이나 쇠말목의 설치와 형 선박의 통항에 따른 앵커의 투하 충격  끌

림, 태풍이나 계 풍으로 인한 력 역시 해 이블 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 이블의 해요소와 종류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Submarine Cable Accident Type.

   국내․외의 해 이블 보호공법의 종류는 크게 돌을 쌓는 형태, 유연한 매트리스 형태, 철근 콘크리트구
조, 이블을 감싸는 형태, 단단한 매트리스 형태, Bag 구조, 매설하는 형태  기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돌을 쌓는 형태의 보호공법에는 Rock Dumping, Side Stone Dumping, Precision Rock Building이 있다. 
유연한 매트리스 형태에는 ACM (Articulated Concrete Mattress),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Flexweight(우 탄 이 일종), S-FCM(Steel Forced FCM), As-FCM(Anchorresistant Steel Forced FCM), 
주-Mattress, ASF(Artificial Seawood Fronds)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는 PCU(Pre-cast Concrete 

Unit), A-duct, U-duct가 있으며, 이블을 감싸는 형태에는 주철 (Cast Iron Pipe), Uraduct(콘크리트 매트
리스 일종)가 있다. 한 단단한 매트리스 형태에는 Concrete Mattress, Seamat(콘크리트 매트리스 일종), 
W-Mattress가 있으며, Bag 구조의 보호공법에는 Stone Bag, Concrete Bag, Mortar Bag, Grouting Bag이 
있다. 그리고 매설하는 형태의 보호공법에는 매설기의 종류에 따라서 Burying (Plough), Trenching (Water 
Jetting), Trenching (Wheel Cutter), Trenching (Chain Cutter), Trenching(Dredging)가 있으며, 기타 형태로
는 Underwater Barriers와 주-인공어  구조물이 있다(한국 력공사[2007b]). 표 인 해 이블 보호공
법을 Fig. 3에 나타내었다.

a) UP Pipe b) Cast Iron Pipe c) Concrete Bag

d) Stone Bag e) A-duct f) W-mattress

g) FCM h) AS FCM i) ACM

Fig. 2 Protection methods of submarine cable.



3.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보호용 덕트는 기존에 특허 등록된 해 이블 보호용 덕트((주)한국해양기술[2007])를 응
용하여 Fig. 3과 같이 설계 되었으며, 이를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라 명명하고 특허출원하 다. 아치형 보호
구조물은 매트리스 형식과 달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이며, 이블과 덕트가 이격되어 기존의 콘크리트 매트리스 형
태의 보호구조물에 비해 앵커에 의한 이블의 직 인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다각형 단면을 가
짐으로써 외부에서 작용하는 충격을 효율 으로 분산시키고 몸체의 양 측면에 유공(Slit)을 형성하여 해수의 흐름에 
한 항을 최소화 하여 덕트의 복을 방지하며 해 이블 보호에 효과 으로 작용한다.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는 아래의 Fig. 3과 같이 해양 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3가지 모델로 설계 되었다. 
패조류 모델(a)은 복과 따개비와 같은 패류의 서식지  산란장으로의 인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몸체의 상
부에 자연몽돌 는 몽돌 상의 인조석을 설치하고 외부에 횡방향의 홈을 두어 패류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하 다. 
해조류 모델(b)은 몸체의 외부에 어 을 설치하여 해조류의 증식을 유발하고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어패류의 자생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 다. 복합 모델(c)은 패조류와 해조류 2가지의 모델의 인공어 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지
고 있다. 마지막으로 덕트의 연결부(d)는 이 구조로서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구조물의 고정에 용이하고 외부의 충격
에 안 하게 설계 되었다.
   모델의 선정에 있어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 설치 지역의 해양환경  생물학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어
로서의 기능을 극 화 할 수 있게 최 의 모델을 선정하여야 하겠다.

a) Shellfish Model b) Seaweed Model

c) Combined Model d) Joint Connection

Fig. 3 Eco-friendly Submarine Cable Protection Duct model.

4 . 앵커  보호용 덕트 모델링

   모델링에 사용된 유한 요소해석 로그램은 ANSYS LS-DYNA이다. 이는 자동차의 충돌, 물체의 낙하 충격, 

버클링, 변형 충격  상태의 동 거동 해석 시뮬 이션, 속, 유리, 라스틱 등의 변형 가공과정 시뮬

이션을 양 법을 이용하여 하는 로그램이다(ANSYS, Inc[2009]).

   일반 으로 앵커는 선박이 정박해 있을 경우 외력에 의한 선박의 이동을 방지하는 목 으로 사용된다. 한 

앵커의 사용 목 상 충분한 무게와 해 에 잘 정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앵커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Stock 앵커와 Stockless 앵커 2가지가 고려되었다. 제주-해남  진도-제주간 해역은 좁고 

섬들이 많아 항행하는 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앵커의 무게는 2ton이며 시뮬 이션에 고려된 앵커의 무게 역시 

동일하다. 시뮬 이션 상에서 앵커는 4개의 노드를 가지는 쉘(Shell)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되었다. 재료는 일

반 인 철강(Steel)의 물성치를 고려하여 모델링되었으며 강체로 가정하 다. 이는 피충돌체인 콘크리트

(Concrete)의 괴에 비하여 앵커의 손상은 미소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는 8개의 노드를 가지는 솔리드(Solid)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되었다. 재료

는 콘크리트의 물성치를 고려하여 모델링되었으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51.94Mpa이다. 패조류  복합모델의 

상부에 설치되는 자연몽돌 는 몽돌 상의 인조석은 암반의 물성치를 고려하여 모델링되었으며, 모델링에 사용 된 

재료  성질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한 경계조건은 sping 요소(element)를 정의하여 덕트의 하부면의 모든방향

의 변 를 구속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경계조건과 앵커와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는 Fig. 4와 같

이 모델링 되었다.



Material Concrete Rock Anchor(SS400)

Type Isotropic Isotropic Isotropic

Elastic Modulus(N/mm2) 2.942e4 5.884e4 2.10e5 

Mass Density(kg/m3) 2400e-12 2400e-12 7850e-12 

Poisson Ratio 0.15 0.2 0.3

Yield Stress(MPa) 51.94 51.94 250

Table 2. The material properties

a) Shellfish Model and 

Stock Anchor

b) Seaweed Model and 

Stockless Anchor

c) Combined Model and 

Stock Anchor
d) Boundary Condition

Fig. 4 Eco-friendly Submarine Cable Protection Duct modeling.

5 . 결과분석

   앵커의 종류와 투하 높이에 따라 수행된 충돌 시뮬 이션의 각 case는 Table 3과 같다. 앵커가 암반에 닿기 

 210mm 이격된 지 에서의 속도를 용하 다. 시간은 0.3 까지 해석을 수행하 다. 각 Case별로 응력과 변

 결과를 상호 비교하 다.

Table 3. The anchor and falling distance of each case

Number Type Case Falling Distance Initial Velocity

1

Stock
Anchor 

Case 1 3 m 7,395 mm/s

2 Case 2 5 m 9,689 mm/s

3 Case 3 10 m 12,998 mm/s

4

Stockless 
Anchor

Case 4 3 m 7,395 mm/s

5 Case 5 5 m 9,689 mm/s

6 Case 6 10 m 12,998 mm/s



5.1 응력

   Fig. 5는 각 Case의 앵커충돌에 의한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의 응력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앙의 

색 부분은 응력의 크기가 큰 것을 나타내며, 주변의 녹색 부분은 응력의 크기가 작은 것을 나타낸다. 

   모든 결과에서 응력은 6번째 어 을 기 충돌지 으로 하며, 충돌 시 최 응력은 패조류 모델에서  case 

3 228Mpa, case 6 105Mpa이고 해조류 모델은 case 3 189, case 6 280Mpa, 복합모델에서 case 3 198Mpa, case 

6 172Mpa로 각각 산출되며, 이 수치는 모두 허용응력을 과하므로 어  부분은 괴가 일어날 것이다. 어

으로부터 콘크리트로 달되는 응력은 충돌 시 암반의 응력과 같다. 한 최 응력은 Stock 앵커의 경우 Case 

3, Stockless 앵커의 경우 Case 6의 투하 높이 10m에서 나타났다.

   덕트의 응력에 한 결과에서 최 응력은 앵커가 기충돌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며 이후 stress wave가 발

생하여 주변부로 충격이 된다. 한 앵커의 종류와 투하 높이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a) Stock Anchor (Shellfish Model) (b) Stockless Anchor (Shellfish Model)

(c) Stock Anchor (Seaweed Model) (d) Stockless Anchor (Seaweed Mode)l

(e) Stock Anchor (Combined Model) (f) Stockless Anchor (Combined Model)

Fig. 5 Maximum stress at each case.



5.2 변

   Fig. 6의 충돌해석 변 결과의 모든 Case에서 직 인 충돌지 인 6번째 어 에서 변 가 집 된다. 최

변 는 패조류 모델에서 case 3 24mm, case 6 19mm이고 해조류 모델은 case 3 13mm, case 5 17mm, 복합모

델에서 case 3 13mm, case 6 14mm로 각각 산출되며, 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돌지 에서 변 가 최 값을 

가진다. 이는 응력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해석 시간을 0.1  정도로 해도 최 변 와 변 변화를 악

할 수 있다.

   해석시간 단축을 하여 내부철근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변 가 크게 발생하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경

우 철근을 고려하지 않으면 충돌에 의한 변 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증가되는 것을 상할 수 있다.

  

              (a) Stock Anchor                                      (b) Stockless Anchor

Fig. 6 Total displacement.

6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 이블 보호 구조물의 앵커 충돌해석을 통해 상 구조물인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의 구조  안정성에 해 평가하고자 하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경우 충격에 의한 응력  변 의 달이 지배 이므로 해석시간 단축 효과를 해 

철근을 배제한 무근 콘크리트로 연구를 시행하 다.

   충돌체인 앵커는 KS규격에 따른 Sock  Stockless 앵커를 기 으로 모델링하여 수행하 다. 해석모델은 해

양 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해조류, 패조류, 복합모델의 3가지 형태를 사용하 다.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로

그램은 ANSYS LS-DYNA이며 수치 해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최 응력은 기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며 이후 stress wave가 발생하여 체로 되어 간다.

   (2) 최 응력은 Stock 앵커의 경우 Case 3, Stockless 앵커의 경우 Case 6의 투하 높이 10m에서 나타났다.

   (3) 모든 응력결과는 허용응력을 과하므로 충돌지 인 어  부분은 괴가 일어날 것이다.

   (4) 변 결과 한 충돌지 인 6번째 어 에서 변 가 집 되며, 응력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5)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의 경우 철근을 고려하지 않으면 충돌에 의한 변 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증가되

는 것을 상할 수 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가 사용될 경우 앵커의 종류  투하높이에 따라 덕트의 

응력  변 에 미치는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선행되었던 A-duct  W-mattress의 수치 시뮬 이션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정성 확보 검증과 시제품 제작 시는 철근을 배근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므로 

친환경 해 이블 보호용 덕트의 세가지 모델(패조류, 해조류, 복합)은 해요소인 스톡앵커  스톡리스앵

커에 하여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철근을 배근하여 덕트의 안정성 확보 검증과 앵커의 충돌각도를 달리하여 앵커끌림 해석을 수행하여 

보다 정량 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친환경 해 이블 보호구조물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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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한 험도 감 방안 분석
유 원 우(서울 학교), 박 민 선(서울 학교), 홍 사 (한국해양연구원),

양  순(서울 학교  해양시스템 공학연구소), 김 성 희(서울 학교)

요 약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은 해  생산 시스템(subsea 

production system)의 문제 발생 요인  blockage를 처리하기 해 화학품 주입을 담당한

다. 생산 단이 치명 인 이익 손실을 야기하는 해  생산 시스템에서는 발생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타 산업보다 상 으로 시스템의 높은 신뢰도 수

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어 시스템(control system)과 연계되어 있는 

subsea X-mas tree에 화학품을 주입하는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을 분석하 다. 이를 통

하여 FSA(Formal Safety Assessment)를 따라서 험 요소를 정의하고 FTA(Fault Tree 

Analysis)와 ETA(Event Tree Analysis)를 이용한 정량  험도 분석을 하 으며 그 결

과를 이용하여 험도 감 방안에 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 다.

1. 서 론

   해  생산 시스템의 목 은 류층 생산물을 빠르고 안 하게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의 가속화를 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 단을 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해  생산 시스템의 생산 

단을 야기하는 사고  하나인 blockage를 화학 으로 해결하는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생산 

단으로 인한 기  손실을 이고자 한다. Blockage 문제는 해  생산 시스템 반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안 성 평가

를 수행하기 해 해  생산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subsea X-mas tree를 상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 조선 

분야에서 표 으로 이용되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FSA(Formal Safety Assessment)를 용하

여 안 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통해 험도 감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Blockage의 주요 원인  하나인 hydrate는 물과 hydrocarbon fluid의 물리  혼합물이며, 일정 온도와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다. Hydrocarbon fluid는 온의 해 에 치한 이 라인을 이동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진다. 일정한 압력 아래에

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 stable hydrate region에 도달하게 되고 hydrate가 생성된다.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

추어 근본 으로 hydrate 생성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hydrate가 이  단면 체를 막게 되면 정도에 따라 메탄올이

나 리콜 등의 화학품을 이  내로 주입하거나 물리  제거 방법인 pigging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  처

리와 련해서만 다룬다.

2. 본 론

2.1 FSA를 기반으로 한 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한 험도 감 방안 분석

2.1.1 FSA

   FSA는 IMO의 공식안 성평가 방법론으로써 조선 분야에 있어서 표 으로 이용되는 안 성 평가 방법

론이다. Fig.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SA는 5단계의 논리 인 차로 구성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 Preparatory step

   1. HAZID(Hazard Identification)

   2. Risk Analysis

   3. Risk Control Option

   4. Cost Benefit Assessment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5.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Fig.1 Framework of FSA

2.1.2 Preparatory Step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에 상에 하여 다 질 주요한 문제들과 그와 련된 주요 제약조건들을 

Preparatory Step에서 정의한다. FSA를 수행하기 한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구성을 단순화하여 Fig.2

와 같이 정의하 다.

Fig.2 Configuration of 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주입 상은 subsea X-mas tree이다. Hydrate와 같은 blockage의 징후가 발

생하면 sensor에 의해 감지되어 해상의 host facility의 chemical injection unit으로 화학품을 주입하라는 명

령 신호가 달된다. 그로 인해 umbilical의 chemical line을 따라 화학품이 이동하게 되고 해 면의 

SDU(Subsea Distribution Unit)와 chemical jumper를 거쳐 상 장비로 주입되게 된다. 해  화학품 주입 시

스템은 체 해  생산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과도 한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어 시스템의 종류에 

해서도 정의되어야 한다. Computer로 시스템을 제어하며 5km 이상의 원거리 complex field에 용이 가능하

여 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Multiplex electro-hydraulic system(Fig.3)을 제어 시스템으로 선정하 다.



Fig.3 Multiplex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

   그리고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이 용될 field는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용에 맞도록 수심 1000m 

이상의 field 에서 operating water depth가 1300m인 Angola 지역의 Xikomba field를 선정하 다. 

ExxonMobil이 operator로 되어있으며 FPSO XIKOMBA를 host facility로 사용하는 이 field는 4개의 

production well과 1개의 gas injection well, 4개의의 water injection well로 총 9개의 well로 구성되어 하루 

최  oil 생산량이 90MBOPD(Thousand Barrels of Oil Per Day)이며 gas processing 한 

115MMscfd(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가 이루어지고 있다.

2.1.3 HAZID(HAZard IDentification)

   HAZID의 목표는 험요소와 그와 련된 사고 시나리오를 악하고 그 요도를 정하는 것이다. HAZID

에 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에는 FMEA(Failure Modes & Effects Analysis) , Pareto Analysis, Checklist Analysis 등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통계 자료(OREDA)에 기록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HAZID를 

수행하 다. 그에 따른 험 요소 목록은 Table.1과 같다. 신호 라인의 합부와 같이 상 으로 험도가 매우 낮다고 

단되는 부분은 험 요소 목록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험도 해석 단계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한 Table.1에 

나열된 각 험 요소의 failure mode는 Table.2와 같다. Other/unknown failure mode는 1번에서 11번까지 이외의 모든 

failure mode를 의미한다.

Table.1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험 요소 목록

1 Sensor 6 Chemical line

2 SEM(Subsea Electronic Module) 7 Chemical injection coupling(SDU)

3 Signal line 8 Chemical injection coupling(Tree)

4 MCS(Master Control Station) 9 Chemical jumper

5 Chemical injection unit 10 Valve open system

Table.2 Failure modes

1 abnormal instrument reading 7 short circuit

2 combined/common cause 8 spurious operation

3 control/signal failure 9 transmission failure

4 erratic output 10 external leakage - process&utility medium

5 fail to function on demand 11 plugged/choked

6 insufficient power 12 other/unknown failure mode



2.1.3 Risk Analysis

   앞서 악된 험요소와 련된 사고 시나리오데 하여 발생확률과 피해결과를 분석하여 험도(Risk)를 

평가한다. 험도는 험요소의 발생 빈도(frequency)와 그 피해결과(consequence)의 곱으로 정의되는데, 피해 결과의 

종류에 따라 인명에 한 험도, 재산에 한 험도, 환경에 한 험도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는 blockage의 화학

 처리 실패로 인한 재산에 한 험도만 다룬다. 사고 발생 빈도 분석에 이용되는 FTA(Fault Tree Analysis)와 사고

결과 분석에 이용되는 ETA(Event Tree Analysis)를 통해 험도 해석을 한다. 험도 분석을 해 사용된 통계자료인 

OREDA는 subsea equipment들에 한 failure rate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ETA나 FTA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component의 reliability data는 failure probability이기 때문에 OREDA에 명시된 가정(failure rate function is constant 

and independent of time)을 따라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failure rate를 λ로 가지는 exponential distribution 형태의 

확률 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t)(식1)로 가정하고 이를 분하여 확률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t)(식2)를 구한다.

      ≥   (1)

  


   ≥   (2)

   이를 통해 해석에 필요한 component의 failure probability를 구한다.

   Event tree에 있어서 기 사건인 화학  처리가 가능한 blockage의 발생은 blockage 처리 방법(화학  처리, 물리  

처리, heating 등)에 따라 구분된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 flowline blockage 발생 에서 50%가 화학  처리

를 통해 사고를 해결한다고 가정을 하 다. 따라서 연간 0.00367의 확률을 가지는 체 flowline blockage probability의 

50%인 0.00184가 기 사건 확률로 용되었다. 이후 기사건으로 인한 사고결과를 처리하는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

의 process를 따라 event tree(Fig.5)가 작성되었다. Process는 Fig.2의 구성에 따라 Sensor – SEM – Signal line – 

MCS – Chemical injection unit – Chemical line – Chemical injection coupling(SDU) - Chemical jumper – 

Chemical injection coupling(Subsea tree) - Valve open 순으로 거치게 되는데 이를 branching point로 표 하게 되면 

Sensor에 의한 감지 – 정보 수신  해석 – 정보 송 (Subsea -> Host) - 명령 신호 – 화학품 주입 – 화학품 

달 (Host -> Subsea) - Subsea infra와 연결 – 화학품 달 (Subsea -> Tree) - Tree와 연결 – Valve open으로 표

될 수 있다. Process의 마지막 순서에 있는 valve open의 경우에는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valve open이 실패하는 경우(fail to function on demand)를 top event로 두는 fault tree를 작

성하여 이를 통하여 그 확률을 구한다.

Fig.4 FTA of Valve Open System

   FTA 수행을 통해 얻은 Valve open system의 failure probability 값은 0.809406이다. 이를 event tree의 

마지막 branching point인 Valve open에 용시킨다.

   Consequence의 경우, 앞서 언 한 로 생산 지연에 따른 재산에 한 험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사고와 련하

여 일어나는 생산 지연(해당 사고 련 component의 수리 기간)에 따른 손실을 장비 수리 기간과 well 당 단  시간 당 



생산량, Oil 가격(108.84$/bbl, WTI, 2012 3/1 기 )의 곱으로 계산하여 용하 다. 최종 인 risk(단 : $/year)는 앞서 

구한 frequency와 consequence의 곱으로 표 되며 Table.3과 같다.

Table.3 각 Branching Point의 연간 Risk(단 : $/year)

Branching Point Risk Branching Point Risk

Sensor에 의한 감지 484.97 화학품 달 (Host → Subsea) 68.21

정보 수신  해석 125.29 Subsea infra와 연결 0.74

정보 송 (Subsea → Host) 0.38 화학품 달 (Subsea → Tree) 0.22

명령 신호 141.15 Tree와 연결 17.95

화학품 주입 0.59 Valve open 282.01

2.1.4 Risk Control Option

   Risk Control Option 단계에서는 risk를 낮추기 해 조정 가능한 요소(Risk Control Measure)들을 찾아

낸다. 이  실제 실  가능한 경우를 RCO(Risk Control Option)라고 부른다. RCO를 찾아내기 해 쓰이는 

방법인 RCT(Risk Contribution Tree)는 체 인 험도를 표 하며 작성한 fault tree와 event tree를 연계

하여 사고의 발생과 그 결과를 통합시킨 형태이다. Fault tree에서는 그 구성을 변화시켜 사고 발생 확률을 

일 수 있는 RCO를 추출할 수 있으며 event tree에서는 각 가지의 확률 값을 변경시켜 사고결과를 일 수 

있는 RCO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RCO 추출을 수행한 결과, 련 component 에서 sensor의 

risk contribution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한 방안으로 sensor의 risk contribution을 일 수 있는 sensor의 redundancy 용을 채택하 다.

2.1.5 Cost Benefit Assessment &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마지막으로 험도 감 방안을 용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용하 을 때의 이익을 계산하고 비교하여 

sensor의 redundancy를 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단하여야 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비용만을 고려하는 GCAF(Gross Cost of Averting a Fatality)나 비용과 동시에 이익을 고려하는 

NCAF(Net Cost of Averting a Fatality)를 척도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CAF(Cost of Averting a 

Fatality)는 인명 피해의 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재산에 한 피해만 다루는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다. 

따라서 재산에 한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 에서 benefit-cost ratio라는 척도를 사용하여 값이 1이 넘으면 

도입 가치가 있다고 단한다.

 
   도입이익    도입비용  (3)

   20년의 operating 기간을 기 으로 risk 값은 Table.4와 같다.

Table.4 Redundancy 용 , 후 Sensor Risk 비교(단 : $)

Redundancy 용 Redundancy 용 후

Risk($) 9699.37 558.37

   Sensor의 비용은 문가와의 인터뷰  시장 분석 결과를 토 로 평균값을 내어 1600($)로 두었을 때, 

benefit-cost ratio는 5.7131로써 1보다 큰 값이 나오며, sensor의 redundancy 용은 해  화학품 주입 시스

템의 험도를 낮추는데 효과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  생산 시스템의 blockage 문제에 해 화학  처리를 담당하는 해  화학품 주입 시

스템을 FSA에 따라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향후, 수행한 FSA를 기반으로 다양한 RCO를 제안하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차를 기반으로 다른 상에도 FSA 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 부족으로 주어진 자료 내에서 측한 기 사건에 한 실제 field data가 존재한다면, 

해당 field에 한 신뢰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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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ETA of 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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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S 기술은 용량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CO2를 분리하는 포집공정, 포집된 CO2를 지  

장지까지 이송하기 한 기술  목 으로 이루어지는 탈수, 정제와 같은 처리공정, 원

거리 수송을 하여 CO2를 고 도 상태로 변환하는 압축  액화공정, 이 라인과 선박 

등을 이용한 수송공정, 주입설비와 주입정을 이용하여 심부 지층까지 주입하는 주입공정,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실질  감축이 이루어지는 심부 지층의 장 과정, 주입 후 CO2의 

거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상기 단계  수송  주

입공정에 한 동 거동을 시뮬 이션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설계  안 해석을 한 데

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내 용 가능한 CCS 실증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를 상으로 동 거동 모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공정 조건으로는 처리용량 1000kg/hr 

규모의 소규모를 상으로 선정하 다. 세부공정은 육상 수송구간과 해상 수송구간으로 이

루어진 이 라인 수송공정 그리고 주입공정으로 구성하 다. 동 거동 모사를 한 수치

해석 도구로 Olga 7.0.1을 이용하 다. 체 랜트 설비의 Feed 조건으로  30 ℃조건의 

CO2를 고려하 으며, 주입정 끝단의 장지 조건은 200 bara, 90 ℃로 가정하 다. 한 

Flowline과 Wellbore의 내경은 동일하게 0.1 m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공정 시

뮬 이션  수송 랜트 기동, 지, 비상감압 등의 비정상상태 안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정상운 조건, Shut-in 운 , Blow-down 운 에 한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결과를 

분석하여 Flowline과 Wellbore 내에서 CO2의 온도, 압력  상변화 거동을 해석하 다. 

한, 체 처리 구간에서 온취성이 발생 가능한 역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다.

keyword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장), CO2 

transport(CO2 수송), CO2 injection(CO2 주입), Dynamic Simulation(동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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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지 장시 단층을 통한 출 특성에 한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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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f Leakage through Fault during Carbon Dioxide 
Offshore Geological Storage

K.Kang, H.Chul, S.G. Kang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이산화탄소 포집  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는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CO2를 극 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 재 세계 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O2 장지로는 고갈 유가스 , 폐석탄 , 퇴  
분지 내 심부  염수층이 주로 거론되는데, 국내에서는 재 해양지 에 있는 
심부 염수층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CCS 사
업에서 가장 요하게 두되는 문제  하나는 수층 등에 장된 CO2의 
출 험도 평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의 퇴 층   염수층에 CO2를 
장할 때, 장된 CO2가 단층에 의해서 출되는 시나리오를 해석하 다.

계산에 사용된 소 트웨어는 TOUGH2-MP ECO2N이다. 장 상은 수심 

150 m 의 륙붕 해  825m 지 에 150m 두께로 존재하는 염수층이다. 주

입된 CO2는 주입정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단층을 통하여 해 면

으로 노출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 다. CO2 주입정에서  단층까지의 거리, 

단층의 물성 등이 주된 해석 라미터이다. CO2 연간 주입량을 재 국내에서 

실증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간 100만톤  100만톤 보다 작은 주입량에 

해서 해석하 다. 주입정과 단층과의 거리를 1km, 2km로 바꾸어 가며 해석하

다. 주입정과 단층과의 거리가 2km 인 경우에는 류층에 장된 CO2가 단

층에 도달하지 못하여 CO2 출은 없었고, 지층수의 출만 있게 된다. 반면 

주입정과 단층과의 거리가 1 km인 경우, CO2의 출이 주입 후 10년 후에 발

생한다. 

ABSTRACT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is a technology that can reduce the 
large amount of CO2 under Kyoto protocol and many researches are 
underway globally. Promising storage sites are oil and gas field, depleted 
coal mine, and deep saline aquifer. Among them, researches about deep 
saline aquifer is very popular domestic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in CCS is risk assessment of stored CO2. Therefore in this study, we 
numerically analyze the movement of injected CO2 through the fault.
We use TOUGH2-MP software to estimate the behavior of injected and 

leaked CO2. The storage site is 150 m thick saline aquifer 825 m under the 

shallow continental shelf. It is assumed that CO2 is leaked through fault 

located a certain distance away from injection well. We focused on the 

amount of injected CO2, distance between injection well and fault, and 

permeability of fault. The amount of injected CO2 is varied to 50, 75 and 

100 MtCO2/yearto analyze the effect of injection, where injection rate 100 

MtCO2/year is planned for pilot in Korea. We also vary the distance 

between injection well and fault to 1km and 2 km. For 1 km distance, no 

leakage is calculated because the stored CO2 cannot reach the bottom of 

fault but leakage of formation water exist significantly. However, for 2 km 

distance, the leakage of CO2 to seabed is detected after 10 years injection.

Keywords :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해양지 장 
(Offshore Gelogical Storage), 출 (Leakage), 주입 (Injection), 
TOUGH2 소 트웨어 (Transport Of Unsaturaeted Groundwater 

and Hea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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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CO2 장 기술가이드라인 용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활용방안 연구

  

장은경, 허 철, 강성길, 노 정 (한국해양연구원 해양CCS연구단)

A Case study on international CCS technological guidelines 

for domestic application 

E.K.Jang, C.Huh, S.K.Kang, H.J.Noh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Offshore CCS Research Unit)

                                 

요    약

 최근 동해 울릉분지에서 규모 CO2 장소를 발견함으로써 국내에서도 CCS(CO2 

Capture and Storage) 주기에 한 기술 용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재 이러한 해

 지  장소 선정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CO2 수송체계  해양환경 리체계 구

축, CCS 련 법제도 정비 등 CCS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100

만 톤  실증사업  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가능

한 CCS 사업 실행  보 을 해서는 CCS 단계별 세부 인 기술가이드라인이 뒷받

침 되어야 하며 이를 해 미국, 호주, CO2CRC 등 여러 선진국  국제기구들이 이미 

CCS 기술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으며 계속 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산업기술의 환경리스크 평가  리에 을 두는 DNV(노르웨이선 )의 

CO2 장기술에 한 가이드라인을 심으로 여러 국외 기술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

하고 특히, DNV 가이드라인이 실제 CO2 장 실증사업에서 어떻게 용되었는지 다양

한 용사례 분석  상 의 규제 임워크,  유  가이드라인 등과의 계에 해 분

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기술가이드라인 수립의 실질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K e y wo r d s  : CO2 Capture and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장), technological 

guidelines(기술가이드라인), Case Study(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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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지 장을 한 정책로드맵  제도개선 방향 

윤성순, 박수진, 육근형, 안용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2 해양지 장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국내 해양분야 CCS 실용화를 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2010년)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

장 추진계획(2010년)의 원활한 추진 일정을 담보하기 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석과 국가별 법‧

규제 임 분석  국제기구  CCS 련 기 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  도출, IEA CCS Model 

Regulatory Framework에서 언 한 29가지 고려사항 분석 등을 기 로 하여 필요한 정책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 다. 해양 CCS 실용화를 해 총칙, 장지 선정  주입, 수송·해양시설, 장소 폐쇄, 환경보 , 기

타의 부문별·시기별로 개발이 필요한 인허가  기 련 규정과 근거를 제시하 다. 

이와 아울러 해양 CCS의 실용화에 필요한 법령 정비 수요를 분석하고 기존 법령의 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하

다. 우선 해양 CCS 실용화를 한 입법형태의 장단 을 비교·분석하 으며 그 결과 신규로 법률을 제정하

기 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해양 CCS와 련이 높은 법률은 ‘해양환경

리법’, ‘선박안 법’, ‘항만운송사업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 련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 다. 이 가운데 

‘해양환경 리법’의 개정을 통해 장소 선정  주입, 해상수송, 해양시설 설치, 안   사후모니터링 등에 

한 세부 차  기 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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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공간 리체계 분석

최 지연, 최 희정, 정 지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요 약

세계 으로 해양공간·자원의 경쟁심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등이 요한 안
으로 두됨에 따라,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리체계 구축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해양 리의 공간  범  확  요구와 이와 련된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공
간 리범 는 개별법률에 의해 배타 경제수역, 해, 속수역, 바다, 바닷가 등으로 구분된다. 한 
우리나라의 해양공간에 용되는 법률은 37개, 국가계획은 29개가 있다. 한 해양공간에 지정 가능한 
해역·구역·지구는 79개 이른다. 그러나 실질 으로 해양의 보 ·이용·개발수요를 합리 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기 되기 때문에 해양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망된다. 한 해양생태계와 
인간행  간 인과 계를 규명해 낼 수 있는 기본정보의 구축과 생태  가치를 평가해 낼 수 있는 과
학  수단이 부재하여 실질 으로 생태계기반의 해양공간 리를 하기에는 근본 인 한계가 있다. 마지
막으로 해양 련 국가계획 수립 시 이해 계자 의견수렴 부족, 심의기 의 다양화, 심의기  간 교차
의 부족 등이 문제 이 지 되었다. 따라서 향후 체계 인 해양공간 리를 해서는 법제도의 정교

화, 해양환경·생태계와 인간 향 등에 한 과학조사·정보체계 구축, 이해 계자의 참여제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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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양공간계획(MSP) 분석  활용방안
정지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The Application and analysis on Marine Spatial Planning in UK 
J.H.Jung (Korea Maritime Institutes)

                 

요 약
주요 연안국은 새로운 연안·해양공간 리체계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을 도입

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은 생태계기반 리원칙에 기반을 두며 연안·해양공간에 분포하는 자원이 

공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 과 이용의 균형을 추구한다. 해양공간

계획은 각 국가의 연안·해양공간 리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었는데 국은 체 할해

역을 계획 상지역으로 포함하 고 해양공간계획 근거 법률인 '해양  연안 근법(Marine and 

Coastal Access Act 2009)'을 제정하 다. 국은 해양공간계획 도입 기지만 근거 법률  지침 

제정, 해양공간계획 담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 계획 단 지역 설정, 연안해

양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등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한 제도  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의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한 법·제도  정비사례는 해양생태계 훼손, 이용 간 상충 등의 문제에 직면

한 우리나라 연안해양공간 리체계를 개선하는데 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K e y wo r d s  : Marine Spatial Planning(해양공간계획), Ecosystem-based Management(생태계
기반 리), 해양 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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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MSP)의 황  발 방향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Marine Spatial Planning in Korea and Its Perspectives

Nam, J.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양이 우리나라 국토 리체계에서 상  독립성을 갖춘 시 은 1990년  반이다. 이 시기에 해양행정체

제가 형성되고, 해양에 한 보 의 필요성이 당시 제․개정된 법률에 여러 법률에 반 되었다. 특히 연안통

합 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연안을 구성하는 해역에 해 이용, 개발뿐만 아니라 보 까지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제사회는 2000년  반부터 해양생태계에 기반한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도입하기 해 연구조사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연구자를 심으로 해양공간

계획에 한 심이 비등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심 안에최근 안을 수용하기 한 반 한 최

근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에 한 오해를 바로잡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에 기 한 공간계획 체제를 실체

화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체제의 황을 분석하

고, 격차분석에 기 하여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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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물범 보호에 따른 경제  편익 추정에 한 분석

신철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Measuring Economic Benefit of Endangered Species : Case Study of Spotted 
Seal(Phoca largha) in Baengnyeongdo

Chul-Oh, Shi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과거 우리나라 서해 역에 서식했던 백령도 물범은 재 백령도에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보

호 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보호·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령도 물범은 국 발해만과 우리나라 백령

도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멸종 기종으로서 특유의 생태학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백령도 물범을 상으로 멸종 기종에 한 사회경제  가치를 환경재화의 에서 측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산정하 다. 환경경제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는 다양한 가치측정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용하 다. 

Keywords : Spotted Seal(물범), Endangered Species(보호종), Environmental Valuation(환경가치 평가), 

CVM(조건부 가치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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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체제에서의 주요 이슈에 한 고찰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Emerging Issues under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Su Jin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남극은 유권 주장이 동결된 상태이며, 1961년의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정 으로  ‘남극의 평화  
이용과 ‘남극의 환경보호’를 목 으로 형성된 국제 짐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를 포 으로 ‘남극조약체제
(Antarctic Treaty System : ATS)’라고 일컫는다.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에서의 과학  연구조사활동, 감시활
동(inspection),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활동(tourism), 생물탐사(bioprospecting) 등의 규범체
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남극조약 의당사국회의(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심으로 남극지역 내 해양보호구역, 생물자원탐사, 남극생물다양성과 수산업과의 조화 등 쟁 사안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는 2014년 제2과학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의 건설을 앞두고 있
는 시 에서 남극조약체제의 주요 이슈에 하여 분석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응방향에 해 고찰해 보
았다.

ABSTRACT
 
The Antarctic - the last untamed continent on earth, defers any claims on its territories.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ntarctic Treaty in 1961, the international regime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at it shall continue to be used exclusively for peaceful purposes and to protect 
its environment. The Antarctic Treaty and related agreements are collectively called the Antarctic 
Treaty System(ATS). The Antarctic Treaty System regulates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espect 
to Antarctica, for example, scientific investigations, insp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urism, 
bio-prospectiong. Recently, in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ATC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ctively discussed major issues such as marine protective areas, bio-prospecting 
activities for biological resources, the harmony between biological diversity and fisheries industry 
etc.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Korea scientific research station, Jang 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in 2014 ahead, this study explores the major issues regarding ATS and 
considers Korea's future policy strategies.  

 Keywords : the Antarctic, Antarctic Treaty System, Emerging issues, ATCM, Antarct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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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대한 항만시설 영향 평가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Impact Assessment of Port Facilities to Sea Level Rise 

K.H.Yook(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해양분야에서 요한 기후변화의 하나이다. 

해수 의 증가는 특히 태풍 등 극한기상 상이 도래할 때 연안지역의 범람가

능성을 더 높이게 되므로 연안지역의 산업단지나 항만 등의 시설물에 향을 

주게 된다. 이 연구는 지 까지 측된 상승속도를 고려하여 앞으로 상되는 

해수면 상승의 정도를 항만의 계류시설과 외곽시설의 마루높이와 비교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항만의 향을 검토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우선 항만설

계기 을 분석하여 해수면 상승의 향을 반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 고, 둘

째 국의 국가항만(무역항과 연안항)의 계류시설과 외곽시설(방 제 등)의 마

루높이를 검토하 다. 최근 항만의 설계기  설정에 요한 심해  설계기 과 

이에 따라 항별로 발생가능한 해일고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 반 하고 여기에 해수면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만의 향, 즉 범람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지 까지 측된 해수면 상승의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된

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면, 재 항만의 설계고를 산출할 때 발생가능한 편차, 즉 

시공과정에 필요한 편차나 설계과정에서 산식의 선정과 분석에서 가능한 편차

의 범 가 해수면 상승에 한 측 수 보다 큰 수 으로 나타난다. 한 해

수면 상승에 한 향을 평가할 때는 항만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이와 유

사한 시간  규모(scale)에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Keywords : 해수면 상승, 항만설계기 , 계류시설, 외곽시설, 범

람가능성, 해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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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랜트 해체시장 진출방안
박 서, 안요한, 김민수,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Strategy to Enter Offshore Decommissioning Market
K.S.Park, Y.H.An, M.S.Kim, J.A.Lee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양 랜트 해체사업은 경제  내용연수가 종료되었거나 태풍, 화재 등 재해로  인해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해진 해양 랜트  련 설비를 하게 철거(removal)하거나 처리(disposal)하
는 사업을 말한다. 해체 상 구조물로는 유정(Well), 이 라인(Pipeline), 탑사이드(Topside),  
자켓(Jacket), 해 퇴 물(Seabed Deposit), 해 장비(Seabed Equipment)  등이 해당된다. 해양
랜트는 2011년 재 세계 으로 약 7,500개 설치되어 있다. 해체시장은 1990년 부터 성장했으
며, 2010년까지 약 4,000개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해체물량은 여 히 많은 편이며, 해양 랜트 산
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해체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해체 련 장비를 구비하고 틈새시장을 발굴할 경우 진출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체
시장 진출을 해 기업은 해체 상 구조물별 우선순 를 정하고, 해체사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의 국  석유회사 는 해체사업 선도기업과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소, 해운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등 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해체 장비는 국내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 한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
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이 신규로 투자하거나 임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체인
력은 고 인력 외에는 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해체시장 진출에 유리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국가와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선도 로젝트를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 으로는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국내기업의 해체시장 진출을 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Offshore plant decommissioning is the business to properly remove or dispose the offshore 
plant and related equipment which not to be operated due to end of economic life time, any 
disaster such as hurricane, fire, and explosion etc. Offshore structure to be decommissioned 
includes Well, pipeline, topside, jacket, seabed deposition, and seabed equipment. As of 2011 
offshore plant has been established to 7,500 around the world. Offshore plant 
decommissioning market has been rapidly grown from 1990, and about 4,000 offshore plants 
were decommissioned. However, many offshore plants should be decommissioned thus 
offshore decommissioning market is recognized as "Blue Ocean". In Korea, there is no case 
to enter into decommissioning market, but Korea has sufficient entering possibility to set up 
decommissioning equipment and to explore niche market. In order to enter into 
decommissioning market, Korean company should determine order of priority and targets 
niche market. In addition, Korean company should be required to build cooperation network 
with national petroleum company and leading decommissioning company. Making consortium 
among ship builder, liner, and engineering company is the good way to enter into 
decommissioning market. At first stage, decommissioning equipments can be fully used in 
domestic company, then additional equipments can be newly invested or rented by 
consortium companies. In using decommissioning human resources, the employment of local 
human resources except for experts is the better way to enter into decommissioning market. 
In government side, government push ahead with natural resources diplomacy and creates 
success model through leading projects. In middle-long time range, extensively support 
plans such as law, regulation, R&D, and human resources should be required to Korean 
company successfully enter into decommissioning market.

Keywords : Offshore plant, de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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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발 을 한 공 개발원조(ODA) 활용방향
남정호,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Re-architecting ODA Strategies for Revitalizing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ies

Nam, J., and Y.J. Lee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우리나라는 OECD/DAC(공 개발원조 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ODA/GNI 비율을 2011년 기  1.3%에서 

2015년까지 2.5%로 확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 다. DAC 가입 이 인 1992년에 기술 력분야에서 원

조공여국으로서 교육훈련을 심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 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하여 체 ODA 

사업에서 해양 분야 ODA 비 은 0.38%로 매우 낮은 수 이다. ODA 산을 확 하는 것도 요하지만 '개

발효과성'을 극 화할 수 있는 ODA 사업의 콘텐츠도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해

양과학기술은 비 해양과학기술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장래 해양과학기술 문인력이 부

족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 인 망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해양과학기술분야 발  잠재력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ODA를 활용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우리나라 

ODA  여건, 해양과학기술분야 ODA 황을 고찰하 고, 이를 기 로 해양과학기술발 을 한 ODA 활용방

향을 제시하 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미세조류를 이용한 해양 속 생흡착 제거공정 개발

윤세 , 최승필, 심상  (고려 학교 화생명공학과)

Development of ocean heavy metal bio-sorption process by micro algae

Se. Young. Yoon, Seung. Phill. Choi, Sang. Jun. Sim, 

(Dep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해양에 노출된 속은 섭식에 의해 먹이사슬의 상 단계 소비자로 올라갈수록 

축 된다. 축 된 속은 분해나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속 독과 생태계 

괴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본 실험은 생태계에 악 향을 미치는 속에 생흡착 

특성을 가진 미세조류  Chlamydomonas reinhardtii, Chlorella sorokiniana, 

Chlorococcum littorale, Ettlia oleoabundans 를 선별하여 주요 속 5종

(As, Cd, Co, Cr, Zn)에 한 미세조류의 제거 능력을 ICP-OES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이들 미세조류는 해양환경에서 이용에 용이하도록 bead의 형태로 고정화하

여 해수의 연속 인 속 제거공정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 다. 

ABSTRACT

Having been exposed into the ocean, heavy metals were accumulated within 

organism. In the food chain, the higher rank of predator takes the more amount 

of heavy metals into its own body. Once accumulated, heavy metals were 

hardly decomposed or excreted. So heavy metals in the ocean could take place 

heavy metal poisoning and ecocide. As a result, this study were purposed to 

develop ocean heavy metal bio-sorption process using micro algae. through the 

screening, some micro algae having an ability to remove heavy metals, 

Chlamydomonas reinhardtii, Chlorella sorokiniana, Chlorococcum littorale and 

Ettlia oleoabundans were selected. Then biosorption ability of the heavy metal 

containing As, Cd, Co, Cr and Zn was measured by ICP-OES. These four kinds 

of micro algae were immobilized in the beads to perform the continuous heavy 

metal sorption process.

 Keywords : Micro algae, Heavy metal, Bio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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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자체 상 응인증 로그램 지침개발  시범인증

송종석1, 김동화1, 이민 2

1
해양환경 리공단

2
리차드컨설

요  약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응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실질  주체이므로, 지방자치단

체의 운 주체가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발 인 응 략 수립을 한 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이 도

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실무자를 해 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 도입목 과 신청방법, 

평가체계, 신청서 작성방법 등이 포함된 인증지침서를 개발하 다. 인증을 한 평가체계

는 필수평가항목(기후변화 련 지자체 조직 황, 기후변화 향  취약성 평가 리

황, 기후변화 응 책의 성  실행가능성)과 선택평가항목(해수면상승 등 재해 책, 

수산자원 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 이상 취득시 인증이 부여되고 수 미

달일 경우 선택평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한, 기존 취약성평가 선행연구 결

과  기후변화 응계획의 보유, 기후변화 련 조직 보유, 높은 참여의지 등을 모두 고

려하여 라남도 여수시를 시범 용 상 지자체로 선정하여 시범인증을 실시한 결과 총 

73 을 획득하여 인증 상지로 선정되었다.

 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를 해서는 시행근거  인센티  

등이 포함된 법 근거 마련이 시 하다. 한, 지자체별 취약분야가 상이하므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한 인증 평가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Keywords : climate change adaptation(기후변화 응), adaptatiom certifying 

program( 응인증 로그램), adaptation policy( 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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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해역의 질 환경 장기 변동
박 정 (부경 학교 해양산업공학( )), 김 종 원(부산항만공사), 

윤 한 삼(부경 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Long-term variation of sediments 

around Busan New port sea

J.H.Park(Interdisciplinary Program of Ocean Industri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J.W.Kim(Busan Port Authority),

H.S.Yoon (Research Center for Ocean Industrial Developm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신항만 해역 질 환경을 알아보기 하여, 부산 신항과 낙동강 

하구역을 포함하는 가덕도 주변 해역에 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8년간 

질의 함수율, 감열감량, COD, PCBs, 속량을 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항만 해역의 질 환경의 장기 변동을 악해보았다. 결과 으로, 신항만 해

역 질의 강열감량(TIL)  함수율(Water content)의 장기변화는 정 마다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강열감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함수율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 에 걸쳐 강열감량(TIL)은 평균 5.38∼

7.89 %의 범 를 가지며, 미국환경청(USEPA)의 Non-Polluted 기 인 5.0 %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신항만 해역 질의 화학  산소요구량(COD)의 장기

변화는  정 에 걸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 에 걸쳐 해역 

질 COD농도는 미국환경청(USEPA)의 Non -Polluted 기 인 40.0 mg/L 이

하의 값을 나타냈다. 신항만 해역 질의 폴리염화비페닐(PCBs)의 장기변화는 

 정 에 걸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 에 걸쳐 해역 PCBs 농

도는 미국환경청(USEPA)의 Non-Polluted 기 인 0.01 ng/g 이상의 값을 나

타냈다. 속량도 체 으로 증가하 으나 기 치 미만이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nual variation of sediments around Busan new port 

sea. COD value collected 10 sites during the 8 years period from 2002 to 

2009. Consequently, And as the analysis of sediments, the range of TIL 

concentration recorded from 5.38% to 7.89% (on non-polluted standard of 

USEPA). The average range of COD concentration recorded from 2.1 mg/L 

to 2.5 mg/L which included at level Ⅱ∼Ⅲ grade according to standards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average of PCBs and heavy metal 

contents increase but below of thresholds.

      Keywords : Busan New-port(신항만), sediment( 질), Water content

(함수율), TIL(감열감량), COD(화학  산소요구량), PCBs,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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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 의제도 운용 황 분석  실효성 제고방안
이 인, 김 태, 문주훈, 배진호, 유 , 엄기 , 경암, 김귀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 향평가센터)

An Application Status and Considera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nd Impact Assessment

D.I.Lee, Y.T.Kim, J.H.Moon, J.H.Bae, J.Yu, K.H.Eom, K.A.Jeon, G.Y.Kim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FRDI)

요 약

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생태계를 보 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해 2008년

부터 본격 으로 시행된 해역이용 의제도의 운용 황과 실 을 분석하여 의 유형  연안에서 이루어지

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악하 다. 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발 단계에 어든 해역이용 의  평가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 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 다. 2009년  2010

년의 체 해역이용 의 실 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 의 87.0%, 일반해역이용 의 12.8%, 해역이용

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 의의 행 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배수 

17.5%, 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 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

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 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 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한 다양화되고 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홍보 강화, 

의기   검토기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 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 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d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jects occurred in coastal area (Public 

Water) by analyzing an application status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ystem that effective 

protect and manag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from various artificial utilization and development 

enforced in 2008. Also, system improvement for stable settlement and security of efficiency considering 

exposed problems during system enforcement were diagnosed. The number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AUC) performanced during the period of 2009-2010 was 3,705, which consisted of simple 

SAUC (87.0%), general SAUC (12.8%),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SAUIC; 0.2%). The 

general SAUC was accomplished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43.4%),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17.5%), dredging sediment (5.5%), installation of port facilities (4.6%) and fishing harbor facilities (2.3%), 

and others (23.4%). Statem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ere reviewed mainly for 

construction of port facilities (32.9%), followed by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f 

tourism and leisure complex, road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facili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dvertisement, and capability of conference and 

review agency, and to enhance confidence of marine EIA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velopment projects, and diversity and enlargement of development types.

Keywords : Development project(개발사업), Public water(공유수면),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ystem(해역이용 의제도), Impact assessment( 향평가), System 

improvement(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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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를 이용한 간편 조류모델링시스템의 개발

정태성(한남 학교). 김성곤(이엔지소 트), 김효섭(국민 학교)

Development of GUI Modeling System of Tidal flow

T.S.Jung (Hannam University), S.G.Kim (ENGSOFT), H.Kim (Kookm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격자망과 수심자료의 생성  수정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입력자료를 

간편하게 입력하며, 모의결과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조류모의 로그램을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활용하여 수립하 다. GUI 로그램 개발을 한 언어로는 Visual C++을 

사용하 으며, 조    조류 모의방법으로는 EFDC 모형의 간략화롤 통해서 계산시간을 효율

화한 EFDC-E 모형을 사용한다.

ABSTRACT

A GUI modeling system for tidal flow has been developed. The system simplifies the 

generating and modifying procedure of mesh and water depth for numerical modeling The 

EFDC-E, which is enhanced from the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model, 

is included for fast computing of tide and tidal flow.

  

1. 서론

   연안해역에서 해수유동과 담수 확산, 퇴 물 이동, 수질변화 등을 모의하기 하여 최근에 리 사용되는 

공개 로그램(EFDC, POM 등)은 수치해석방법으로 주로 유한차분법을 사용한다. 로그램의 용에서 요

한 부분은 정확하게 격자망에서 수심자료를 생성하고, 성공 인 모델링을 하여 최 의 입력자료를 입력하

는 것이다. 특히 수심자료 생성방법으로 국내에서 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수치해도로부터 여러 개의 상

용 로그램 (AutoCAD, Surfer 등)을 활용하여 격자망과 수심자료를 생성한다(정신택 등[2003]; 강주환 등

[2005]). 여러 개의 상용 소 트웨어을 사용해야 하고, 정확한 수심자료를 만들기 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

하는 문제 이 있다. 한 격자망을 만들고 나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하기 해서 격자 생성과정에서 했

던 과정을 거의 모두 다시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

는 격자망과 수심자료 생성과정을 단순화하고, 입력자료를 간편하게 입력하며, 모의결과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해수유동 모의용 로그램(CSTM-Hydro)을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활용하여 수립하 다. 

GUI 로그램 개발을 한 언어로는  Visual C++을 사용하 다. 로그램에서 해수유동 모의방법으로는 

EFDC 모형의 간략화롤 통해서 계산시간을 빠르게 효율화한 EFDC-E 모형(정태성 등[2011])을 사용하며, 

재는 조류모듈만 완성되었으나 앞으로 도류, 랑류, 퇴 물의 이동을 모의할 수 있는 소 트웨어로 확장 

에 있다.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31일(목) ~ 6월 1일(금) 대구 EXCO



2. 조류 모델링시스템의 소개

  GUI 모델링시스템은 로젝트의 생성(Fig. 1), 격자망의 생성(Fig. 2), 보간법을 이용한 격자망에서 수심자

료의 생성   보기(Fig. 2와 3), 입력자료의 입력(Fig. 4와 5), 모델의 실행(Fig. 6), 모의결과 보기(Fig. 7)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링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로젝트 명을 입력하고, 로젝트 폴더를 생성한다. 

(2) 해안선, 등수심선, 수심자료 등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해도로부터 불러온다. 

(3) 격자망과 셀속성을 생성한다.

(4) 격자 의 육지와 바다 인지를 구별하는 셀속성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5) 보간법을 사용하여 격자 에서 수심자료를 생성하고, 생성한 수심자료의 질을 확인하기 해서 화면에 

수심 분포를 도시한다. 최종 으로 생성된 수심자료는 텍스트 일로 장하여, 모델링에서 활용한다.

(6) 모델링을 한 입력자료와 개방경계에서 조  조화상수를 입력한다. 이 부분은 텍스트 일 형태가 아닌 

화면에서 직  입력하는 형태로 개발 이다. 

(7) 모델실행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델을 실행한다.

(8) 모델 결과를 그래픽으로 도시한다. 재는 조류의 수평분포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

로 도시가 가능하도록 개발 이다.

3. 모델링시스템의 용 

  수립된 모델링시스템을 사용하여 목포해역에서 격자망을 생성하고, 조   조류 변화에 해서  모델링을 

실시하 다. 격자간격 200 m로 생성된 사각형 격자망은 Fig. 2와 같다. 격자망을 생성하면, EFDC 로그램 

실행을 한 격자 에서 속성(육지, 바다, 경계)이 로그램의 자동실행을 통해서 정의되며, 속성변경이 필요

한 부분은 화면에서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Fig. 2와 같은 격자망에서 격자  수심은 Inverse distance 

method(Crain[1970])를 사용하여 보간하고(Fig. 3), 일로 장하 다. 모델실행을 한 입력자료는 Fig. 4와 

같이 텍스트 일을 오 하여 입력하며, 개방경계에서 조 자료도 Fig. 5와 같이 텍스트화일을 오 하여 입

력한다. 계산시간간격은 4 이며, 연직격자방향으로는 10개 층으로 균등한 격자간격으로 분할하여 3차원으로 

모의하 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모델실행을 한 비가 끝나면, Fig. 6과 같이 모델이 실행되고. 그 

결과를 Fig. 7과 같이 그래픽으로 찰할 수 있다. 모의결과는 계산시간  별로 평면 유속분를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동 상으로도 찰할 수 있다. 재 모델결과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모델링시스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하여 목포항에서 평균 조기 조 를 2차원 모형과 3차원 모형

을 사용하여 모의한 결과를 검증한 결과, Fig. 8과 같이 모델결과가 양호하게 측조 를 재 하 다. Fig. 9

에 표기된 정 에서 평균 조기 조류크기를 비교한 결과, 계산조류크기가 측조류크기와 일치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 다(Fig. 1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수심자료 생성과정을 단순화하고, 입력자료를 간편하게 입력하며, 모의결과를 그래

픽으로 볼 수 있는 해수유동 모의용 로그램을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활용하여 수립하 다. 개발

된 모의시스템은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간사지를 포함하고 있는 목포해역에서 3차원 조류를 안정 이면서도 

비교  정확하게 모의하 다. 이 시스템은 랑과 퇴 물 이동을 포함하도록 개발이 진행 이다.



Fig. 1 New project window.

Fig. 3 Interpolated water depth.

Fig. 4 Input window of model parameters. 

Fig. 5 Input window of tide data.  

Fig. 2 The mesh that was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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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un of numerical tide model. Fig. 7 Display of simual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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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bservations of tid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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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simulated and 

observe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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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유수면매립 상지의 평가  선정 차

신철오·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valuation Procedures and Selection Methods for the Public Waters 
Reclamation Plan

Chul-Oh, Shin·Jin-Sook, Yoo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The rapid environmental and social change in recent years has created the need of more land 

especially land near coastal areas. As most of the developed areas are located near to the coastline, 

one of the major methods to meet the need for more land is to reclaim wetland and coastal areas.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space needed by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complex and 

marine tourism in coastal areas especially in western coastal region, Korean government region have 

engaged in coastal reclamation projects and foreshore developments. 

This paper addresses the outline the systems of reclamation project evaluation process in a context of 

prior planning. In the development process, minimizing the adverse impacts of reclamation on coastal 

environment and ecosystem habitats are crucial as well as economic considerations. Henceforth, 

evaluate and rank the applied reclamation project which have a wide range of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are very important.

Keywords : Public Waters Reclamation(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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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검조소의 장기간 해수면 변화 분석

윤종주* 김상익* 전기천*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Analysis of Long Period Sea Level Variation by Climate Change on 
Tidal Station around the Korea Peninsula 

Yoon, Jong Joo / Kim, Sang Ik / Jun, Ki Chun

요 약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여러 상들 에서, 항만 구조물의 안 에 향을 주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변화에 따른 연안 구조물의 외력의 변화이다. 이  해수면 상승에 해서는 그 정도

에 해서는 조 씩 다르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해수 온도의 상승에 해서는, 해수면

이 상승한다는 사실에는 부분의 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진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한 응도 진 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평균해수면의 장기

간 변화를 악하기 하여 검조기록이 20년 이상 확보된 20개의 조 측소에서의 평균해수면을 

회귀분석하 다. 분석 결과 각 해역별로, 동해가 평균 1.8mm/year, 남해는 평균 3.2mm/year, 서해는 평균 

3.6mm/year이 되며, 전체평균은 3.1mm/year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치

를 상회하는 추세로서, IPCC의 최근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상승률은 과거에 비해 미래에 더 가속

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상승률은 지역 인 편차

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안 방재 차원에서 이러한 장기해면변화가 반드시 연안구조물의 설계

에 정량 으로 반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용어 : 평균해수면,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경년변화,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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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이 라인수송  선박수송 경제성 평가
정정열, 허철,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서 균, 장 (한국과학기술원)

Economical Evaluation of the CO2 Transport by Pipeline and Ship
                  J.Y.Jung, C.Huh, S.G.Kang (KORDI), Y.Seo, D.Chang (KAIST)
                 

요 약
IEA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재 한국은 세계 9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이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이기 해서는 발 소,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여야 한다. CCS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이산화
탄소 배출원에서 장소까지 운반하기 한 수송체계 시나리오를 제시하 으
며, 그에 따른 수송단가를 측하 다. 수송체계는 지상  해상 이 라인으
로 수송하는 방법과 이 라인을 이용한 배출원-해안 수송, 선박을 이용한 해
안- 장소 수송하는 방법을 고려하 다. 해양CCS 실증단계를 한 보다 구체
인 연구를 수행 정이며, 재까지의 결과로써는 이 라인수송이 선박수

송보다 경제 인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ABSTRACT
Republic of Korea is the ninth largest CO2 emission country in 2009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To mitigate the effect 
of CO2 on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Korea should reduce the 
anthropogenic CO2 emissions from sources such as the power plants and 
iron work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reduction options.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2 transport strategies from the sources to sinks for the 
offshore CCS in Korea. Also the cost estimations were carried out with the 
CO2 transport strategies. The CO2 transport methods suggested in this 
study were pipelines for both onshore and offshore, and a complex concept 
consisting of a pipeline for the source to coast (including the liquefaction 
facility on a barge) and a CO2 carrier for the coast to sink (including the 
temporary storage near offshore sink). Although the present study is now 
on-going to optimize the CO2 transport infrastructures for the offshore CCS 
in Korea, the preliminary results show the CO2 transport cost for the 
pipeline system is lower than that for the shipping in the present status. 

Keywords : CCS(이산화탄소 포집, 장), Pipeline Transport(수
송 수송), Shipping(선박수송), Economical Evaluation(경제성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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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pipeline에서의 감압 상에 한 실험  연구
                         조맹익, 허철, 정정열,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Experimental Study on Depressurization Behavior
of CO2 in Pipeline

Meang-Ik Cho, Cheol Huh,, Jung-Yeul Jung, Seong-Gil Kang
 Offshore CCS Research Unit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요 약 (9points, 강조, 고딕)
온실가스 감축에 응하기 한 기술  하나로써 이산화탄소 포집  장
(CCS) 기술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있으며 각국은 CCS 기술개발을 
진행 이며 향후 CCS 기술은 지구온난화 방지  배출가스 감에 있어 
핵심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CCS 공정 에서 포집공정을 거친 
이산화탄소에는 불가피하게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순물은 
CCS의 포집, 수송, 장 공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집된 
CO2를 수송하는 이송공정에 있어 불순물의 조성이 CO2 혼합물의 열수력 
거동에 미치는 향을 모사하고자 Long-Pipe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실
험을 수행하여 분석하 다. 불순물이 CCS 공정에 미치는 향으로는 
CO2 순도에 따라 포집·정제공정에서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효율을 하시키
며 지 장에 있어서는 류지층내의 물리 , 지구화학  거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CO2 혼합물 내에 포함된 불순물의 
향에 한 연구는 필수 이다. 특히 CO2를 규모 장거리 수송할 경우 불
순물의 조성에 따라 설비의 부식, 이상유동 발생, 하이드 이트 생성에 따는 
이송  폐색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측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거동을 측하기 해서는 불순물 포함 CO2 혼합물 유동을 
모델링으로 측하거나 실험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불순물이 포함된 CO2 혼합물의 불순물 조성 변화  외
부환경 변화에 따른 열수력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설계  제
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하 다. 실험장치는 가압부, 액화부, 혼합부, 시험
부로 구성되었다. Long-Pipe 시험부에서의 순수 CO2의 비정상 상태 감압 
상변화 유동 실험결과 시간에 따른 유동의 압력  온도를 계측할 수 있었
으며 그 결과 출구 쪽의 온도강하 폭이 더 큰 것과 한 등온팽창, 상변화 

 톰슨 냉각, 감압·승온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본 연
구의 결과를 결과화 할 정이다.

        K ey wo r d s  : CCS(이산화탄소 포집  장), CO2 mixture(이산화탄소 혼합물),

                     Transient flow(비정상상태 거동), Depressurization(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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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이 지역어  주민의 삶에 미치는 향 

정병곤1, 김종 1, 장호 2, 류동기3 

(
1군산 학교 환경공학과, 2군산 학교 해양생산학과, 3군산 학교 해양생명과학과) 

Effect of Land Reclamation on the Life of Local Residents in Fishing Village 

B.G.Jeong1, J.D.Kim1, H.Y,Jang2, D.K.Ryu3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unsan University, 2Department of Marine Production, 

Kunsan University, 
3Department of Aquaculture and Aquatic science, Kunsan University)

              

요 약 

간척사업이 지역어  주민의 삶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화성지구 매립사업과 계되는 12개 부락 

246명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간척사업 실시 에 비하여 간척후 지역어민들의 소득은 어들고 가구당 부채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65% 정도가 간척후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응답하 으며 그 원인으로는 부분 어업자원

의 감소와 방조제 건설 에 가지고 있던 생계수단이 없어진 것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어 을 떠나고 싶어 하 고, 미래에 한 희망이 없다고 답하 다.

간척사업이 화성군 체의 이미지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부분 부정 인 시각을 나타내었으며, 업, 

주민복지, 지역주민의 고용, 지역기반시설 확충 등에 해서도 부정  견해가 정  견해보다 월등하게 높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지역어  주민들의 입자에서 간척사업은 심각한 부정  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and reclamation on the life of local fishermen, surrey was 

conducted with the 246 persons lived in 12 different adjacent village located in Hwasung district.

It was found that income of residents were decreased, while the amount of debts were increased after 

reclamation. 65% of the people surveyed say that their economic situation were worse than before and 

They say the main reason is the decrease of fishery resources and loosing the family's means of 

livelihood. Some 40% of the people surveyed say that They want to leave the fishing village and 

believe that reclamation divested them of all their hope for the future.

Regarding to the effect of reclamation project on the image of Hwasung district, most of the our 

respondents have a negative view. They have negative view even in the tourism, regional welfare, 

employment of community residents and local infrastructur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local 

community residents thought that reclamation project influencing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life.  

K e y w o r d s  : Land reclamation, Local residents, Fishing village, Survey, Hwasung district.

사사 : 본 연구는 군산 학교 환경건설연구소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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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모니터링 기법 분석을 통한 

국내 해양지 장 실증 사업에의 활용방안 검토
김지은, 허철, 강성길 (한국해양연구원), 민동주, 강민지 (서울 학교)

Technical review on practical application of CCS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monitoring techniques for CO2 behavior

Jieun Kim, Cheol Huh, Seong-gil Kang (KORDI), Dong-joo Min, Min-ji Kang (SNU)

요약

 사회에서 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의 하나가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이다. 기 내에 

축 되는 온실 가스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 이산화

탄소를 감축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송한 뒤 지  는 해양지 에 격리하여 처분하는 기술이다. 그

러나 장된 이산화탄소가 출되면 지반 변형  지하수 오염, 해양 생태계 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CCS 기술의 효율성  안 성을 입증하기 해서는 장된 이산화

탄소의 거동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 기술의 요성에 의하여 

NETL 에서는 2009년 “Best Practice for : Monitoring, Verification and Accounting of CO2 stored 

in Deep Geological Formations"를 발간하여 모니터링의 목   다양한 기술을 정리하고 기술을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기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지하모니터링 각각의 방법에 한 장‧단   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시행될 CO2 해양지 장 실증 사업 수행 시 활용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 다. 

CO2 지   해양지 장은 장지의 성격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가지므로 심부에서의 장능력

과 안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모니터링 기술의 선택에 앞서 장 부지 선정과 부지 특성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분석된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과 국외에서의 용 사례 등을 토 로 하

여 국내 환경에 합한 모니터링 기술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장), CO2 

leakage (이산화탄소 출), CO2 monitoring(이산화탄소 거동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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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와 MPUV를 이용한 선박평형수 리장치의 배출수에 한 

해양생태독성  생태 해성에 한 연구

손명백, 손민호(해양생태기술연구소), 이지 , 이성욱(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재도(삼건세기), 
문창호(부경 학교), 김 수(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The Study on the Marine Eco-toxicity and Ecological Risk of Discharged 

Water from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using Plasma and MPUV

M.-B. Shon, M.H. Son (Marine Eco-technology Institute), J. Lee, S.U. Lee (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J.-D. Lee (Samkun Century Co.,  Ltd.), C.H. Mo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S. Kim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

요  약

MPUV와 Plasma를 사용하여 선박평형수를 처리하는 ARA Plasma BWTS가 개발되었으며, 이로부터 

방류되는 배출수가 해양생태계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Skeletonema costatum, Tigriopus japonicus 

  Paralichthys olivaceus를 이용하여 배출수독성시험과 생성된 화학물질에 한 생태 해성평가를 수행하

다. 34 psu 배출수는 P. olivaceus에 하여 미약한 만성 독성 향을 보 다(7d-LC50= >100.00% 배출수, 

7d-LC25=85.15% 배출수). 34 psu 배출수에서 Bromobenzene, chlorobenzene과 4-chlorotoluene이 해수의 배경

농도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MAMPEC을 이용한 Bromobenzene, chlorobenzene과 4-chlorotoluene의 PEC 산

출결과는 각각 3.34E-03, 2.10E-03  1.73E-03 μg L-1이었고, PNEC는 1.6, 0.5 and 1.9 μg L-1 다. 세 화학

물질의 PEC/PNEC 비율은 1을 과하지 않았고, PBT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WET test 결과와 생태

해성평가결과는 ARA Plasma BWTS에 의하여 처리된 해수가 해양생태계에 수용 불가한 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WET (whole effluent toxicity) test with Skeletonema costatum, Tigriopus japonicus 

and Paralichthys olivaceus  and ERA (ecological risk assessment)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unacceptable effect on marine ecosystem by emitting the discharged water from 'ARA Plasma BWTS' 

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using filtration, Plasma and MPUV module. 34 psu 

discharged water from ARA Plasma BWTS shown slight chronic toxicity effect on the P. olivaceus  

(7d-LC50= >100.00% discharged water, 7d-LC25=85.15% discharged water). Bromobenzene, chlorobenzene 

and 4-chlorotoluene in 34 psu discharged water from ARA Plasma BWTS were higher than in the 

background original content of seawater. The PECs (predictive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of 

bromobenzene, chlorobenzene and 4-chlorotoluene calculated by MAMPEC (marine antifoulant model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program (ver. 3.0) were 3.34E-03, 2.10E-03 and 1.73E-03 μg L-1, 

respectively and PNECs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s) of them were 1.6, 0.5 and 1.9 μg L-1. The 

PEC/PNEC ratio of bromobenzene, chlorobenzene and 4-chlorotoluene did not exceed one and 3 

substances did not consider as persistence, bioaccumulative and toxic.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discharged water from ARA Plasma BWTS did not pose unacceptable effect on marine ecosystem.

Key word: BWMS(선박평형수 리장치), Ultra violet(자외선), Plasma( 라즈마), Whole Effluent 

Toxicity test(배출수독성평가),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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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평형수에 의한 외래종 유입에 한 연구는 Osenfeld가 1903년에 아시아에서 출 하는 식물 랑크톤

인 Odontella (Biddulphia) sinensis가 북해에서 량으로 출 한 것을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선박평

형수내에 생물들이 상당한 수와 도로 존재하며 선박평형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생존한 외래

종이 토속 생태계를 하고 있음을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 져 왔다 (Gollasch et al.[2007]). 이에 국제해

사기구는 2004년에 ‘선박평형수 리 약’을 채택하여 모든 무역선박에 선방평형수 리장치(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 다. 

   2012년 2월까지 총 38개의 BWMS가  IMO로부터 기본승인을 받았으며 그  25개의 BWMS가 최종승인

을 받았다(IMO[2010]; MEPC[2011b], [2011c], [2011d], [2011e], [2011f], [2012]). 국내에서는 총 12개의 

BWMS가 IMO로부터 기본승인을 받았고, 9개의 BWMS가 최종승인을 받았다. 재까지 개발된 BWMS는 

크게 염소와 오존 등과 같은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형식과 UV와 filter와 같은 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형

식으로 나 어진다. 국내 기업(삼건세기(주))에 의하여 filter, UV와 Plasma가 주요 설비인 ARA Plasma 

BWTS가 개발되었다. 

   UV (ultra violet)는 장의 길이에 따라 UV-A, B와 C로 구분되며(ISO[2007]), 그  UV-C (200-280 

nm)는 DNA의 thymine을 이합체화반응(dimerization)을 유발시켜 DNA의 합성을 억제하여 박테리아, 바이러

스, 원생동물  식물 랑크톤과 같은 미세생물들을 직  사멸 시킨다(Hallda and Taube[1972]; Smith[1977]; 

Fraikin and Rubin[1979]; Rahn[1979]; Caldwell[1981]). UV의 lamp에 따라 LPUV (low pressure UV)와 

MPUV (medium pressure UV)로 구분되며, 254 nm만 방출하는 LPUV보다 200～300 nm의 장을 방출하는 

MPUV가 살균력이 더 높다(MEPC[2009]). 따라서 ARA Plasma BWTS는 살균력이 더 좋은 MPUV 

(medium pressure UV)를 사용하 다. UV에 노출된 물은 용존유기탄소 양과 분자 크기 감소(Parkingson et 

al.[2003]), Selenastrum capricornutum의 성장 억제(Gjessing and Källqvist[1991]), Daphnia carinata의 성

독성 향과 같은 잔류독성을 가질 수 있다(Parkingson et al.[2003]). 따라서 MPUV를 이용하여 생물을 제거

하는 BWMS는 해양생물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Plasma는 높은 압과 류가 반응조에서 두 개의 극사이에 공  될 때 고에 지 plasma arc가 압력충

격 를 생성하여 세포조직의 응축과 세포내 미세 소용돌이 형성으로 단세포 생물들을 사멸 시킨다

(El-Aragi[2008]). Plasma를 이용하여 살균처리를 할 때 OH
•, O2

•－, O2H
•, O3H

•, OH－, HO2
－, O3OH

+    

O3
•－ 등의 radicals와 미량의 H2O2와 O3의 물질들이 함께 생성된다(Bai et al.[2005]; Juák et al.[2011]). 그러

나 plasma로 살균처리한 해수가 해양생물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국내외 무하기 때문에 이해 

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이 MPUV와 plasma는 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체에 직  작용하여 사멸을 시키는 설비

들이다. 그러나 MPUV와 plasma를 혼용하여 처리한 해수가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생물에게 미칠 수 

있는 향에 하여 연구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PUV와 plasma를 사용하는 ARA Plasma 

BWTS에 의해 처리된 해수가 해양생물이 수용불가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ARA Plasma BWTS의 배출수에 하여 WET (whole effluents toxicity) test, 화학분석  

생성된 물질에 한 특성과 해성을 평가하 다.

2. 재료  방법

2.1 BWMS 배출수의 채집

   ARA Plasma BWTS의 처리장치는 filter, Plasma와 MPUV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시험원수 탱크로부터 

BWMS를 통과시켜 생물을 제거한 해수는 처리수 탱크에 보 하고, BWMS를 우회시킨 해수는 조구 탱크

에 보  하여 5일간 거치시켰다. 5일 후 조구와 처리수 탱크의 해수(discharged water)를 배출하 다(Fig. 

1). WET test를 한 시료는 5일 후 조구와 처리수의 탱크에서 배출 시 각각 400 L와 600 L를 채수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Fig. 1의 sampling point (b)와 (d)). BWMS에 의한 물질생성 확인을 한 화학분석은 

BWMS의 성능검증시험 당일(Fig. 1의 sampling point (a)～(c))과 5일 후(Fig. 1의 sampling point (b)와(d))에 

시험원수, 조구  처리수를 1 L씩 채수하 다. 시료내 화학물질 성상의 변화를 막기 하여 분석 항목 별 

보존시약을 주입 후 즉시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 다. 세부 인 채집 후 보존 시약의 주입방법은 

‘2.3 화학분석’에 제시하 다. 



Fig. 1. Scheme of direction seawater flow 

(unbroken arrow line) in efficacy test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and 

sampling point (dotted arrow line).

2.2 BWMS의 배출수에 한 WET test

   배출수의 농도구배

   채집된 시료는 냉장차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운반하 고, 3 μm CP filter (Chisso Filter, Japan)로 여과한 

후 배출수를 희석( 조구 이용)하여 배출수 100%, 50%, 25%, 12.5%, 6.25%  0% ( 조구)의 농도로 시험

수를 제조하 으며, 각 농도구는 150 L 씩 제조하여 하루 동안 실험온도에 순치 시킨 후 각 실험에 사용하

다. Skeletonema  costatum과 Tigriopus  japonicus의 실험은 0.45 μm membrane filter로 시험수를 여과한 후 

사용하 다.

   Skeletonema costatum

   BWMS의 배출수가 S. costatum의 개체군 성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ISO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 고(ISO 10253[2006]), 72시간과 96시간동안 개체군의 성장을 찰하 다. S. costatum 배양조건

은 f/2배지, 온도 22±1°C, 3,000l lux의 연속조명으로 하 다. 세포 도의 정량분석을 해 실험구  조구

의 chlorophyll-a 측정과 세포 도를 계수하여 회귀방정식을 구한 다음 각 실험구의 chlorophyll-a의 농도로 

세포 도를 추정하 다. Chlorophyll-a의 농도는 형 분석기(Tuner Designs Model 10 AU, USA)로 측정하

고, 세포 도는 Sedgwick-Rafter chamber를 이용하여 도립 미경(CKX 31, Olympus)하에서 계수하 다. 

실험에 사용된 S. costatum의 배양주는 실험시작 3일  종하여 배양한 후 사용하 고, 20 psu 배출수의 

실험은 2주간 순치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15 mL test tube에 f/2배지를 첨가한 시험수를 10 mL 분주한 

후 기 도 3,000 cells mL-1가 되도록 종하 고 3개의 반복구를 두었고, 배양은 원종의 배양조건과 동일

하게 하 다. 

   Tigriopus japonicus

   BWMS의 배출수가 T. japonicus의 유 해, 생존  번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OECD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48시간 유 해( 성독성)와 28일간 생존율  번식률(만성독성)을 찰하 다

(OECD[1998a], [2004]). T. japonicus 원종의 배양조건은 온도 22±1°C, 2,000～3,000 lux의 조도로 명암주기 

16L:8D로 하 고, 배지는 여과멸균해수를 사용, 매주 2/3가량 환수하 다. 먹이생물은 Chlorella sp.를 약 106 

cells mL-1의 도로 주 3회 공 하 다. 실험을 한 T. japonicus는 부화한지 24시간 이내의 유생을 이용하

고, 20 psu 배출수의 실험은 어미개체를 2주간의 순치 후 부화유생을 확보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48시간 

유 해 시험은 6 well plate에 시험수 10 mL씩 분취하여 1개 culture well에 부화유생 5개체씩 종하 고, 

4개 culture well을 1개의 반복구(부화유생 20 개체)로 하여 총 3개의 반복구를 두고, 원종과 동일한 배양조

건에서 매 24시간 마다 부화유생의 유 해율을 찰하 다.



   T. japonicus의 28일간 생존율  번식률 실험은 60 mL 유리병에 시험수를 50 mL씩 분주한 후 부화유생 

20개체를 종하 고, 3개의 반복구를 두었다. 원종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을 하 고 매일 생존율을 찰하

다. 번식률 찰은 생존율 실험  포란한 개체 출  시 시험수가 미리 분주된 48 well plate에 1개체씩 옮

겨 배양 하면서 생산된 부화유생의 수를 계수하 다.

   Paralichthys olivaceus

   BWMS의 배출수가 어류의 생존  기형발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OECD에서 제시한 방법

에 따라 치어의 4일간 생존( 성독성)과 수정란의 7일간 생존  기형발달(만성독성)을 찰하 다

(OECD[1992], [1998b]). 실험에 사용된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치어는 실험  2주 는 3주간 실험실

조건에서 순치시켰다. 34 psu 배출수 실험에 사용된 치어의 체장과 체 은 각각 2.0±0.22 cm (평균±표 편

차)과 0.03±0.02 g이었으며, 20 psu 배출수 실험에 사용된 치어는 4.31±0.38 cm과 0.59±0.15 g이었다. 치어의 

4일간 생존 실험은 30 L 유리수조에 시험수 20 L를 분주한 후 넙치 치어 20개체씩 수용하 으며, 3개의 반

복구를 두었다. 사육조건은 온도 20±1°C, 명암주기 16L:8D로 조도 2,000 lux이었고 부드럽게 폭기하 다. 실

험용액은 2일에 1회 2/3가량을 환수하 으며, 먹이는 공 하지 않았다.

   수정란의 생존  기형발달 실험은 수정 후 12시간 이내의 어란을 사용하여 각 시험수에 7일 동안 노출

시켜 생존율과 기형 발달율을 찰하 다. 생존율 실험은 1 L 비이커에 실험용액 0.8 L를 분주 한 후 수정란 

30개를 수용하 으며, 3개의 반복구를 두었다. 사육조건과 환수는 치어의 4일간 생존실험과 동일하게 하 다.

   통계분석

   S. costatum  개체군 성장률, T. japonicus의 생존율  번식률, P. olivaceus의 생존율과 기형 발달율 자료

로 LOEC와 NOEC를 산출하 다. Shapiro-Wilk's test로 자료의 정규분포를 검증한 후, Bartlett's test로 자

료의 등분산을 검증하 고, Dunnett's test와 Bonferroni t test (동물 랑크톤 번식률 자료)를 이용하여 유의

수  α=0.05에서 LOEC와 NOEC를 산출하 다. P. olivaceus의 LC50과 LC25의 값은 7일간 생존율 자료를 사

용하여 Maximum Likelihood-Probit 방법으로 산출하 다.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TOXCALC 5.0 program 

(Tidepool scientific software, USA)를 이용하 다.

2.3 화학분석

   ARA Plasma BWTS에 의하여 생성 가능한 활성물질을 확인하기 하여 ozone, chlorine peroxide, 

sulfide, bromate와 bromide를 분석하 고, CHOH, BrOH, BrO
- 등은 TRO와 FRO의 농도를 측정하 다. 측

정장비는 DPD method를 사용하는 CLX online residual chlorine monitor (HF scientific, USA)를 사용하여 

장에서 측정하 다. 

   활성물질인 TRO는 수 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반응하여 relevant chemicals를 생성하게 되며 이를 확인하

기 해 bromate, volatile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 halogenated acetonitriles (HANs), halogenated 

acetic acids (HAAs), chlorinated phenols (ClPhs), brominated phenols (BrPhs)과 adsorbable organic 

halogens (AOX)를 측정하 다. 해수 채집 시 분석 까지 시료의 변질을 막기 하여 volatile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 halogenated phenols  AOX는 기포가 생기시지 않도록 해수 시료를 갈색유리병에 가득 

채운 후, 잔류염소가 있는 시료는 티오황산나트륨(Na2S2O3, sodium thiosulfate)을 첨가한 후 산을 추가하 다. 

HANs와 HAAs는 갈색유리병에 10 mg의 염화암모늄을 첨가하고 염산(6M)을 1～2방울 첨가한 후 시료를 유

리병에 기포가 없도록 채취하 다. bromate는 PE 병에 Ethylenediamine 10 mg을 첨가하여 시료의 성상이 유

지되도록 하 다. 모든 화학분석은 국제표 시험방법으로 분석하 고, 각 성분별 분석 련 장비  표 시험

방법은 Table 1에 제시하 다.



Co m p o u n d S tan d ard  m e th o d  ( y e ar) In stru m e n t

TRO / FRO ISO 7393-2 (1985) OT-method / DPD-method

Ozone APHA Standard Method 21st Edition, 
4500-O3-B (2005)

Indigo colorimetric method

Chlorine dioxide APHA Standard Method 21st Edition 
4500-ClO2-B (2005)

Titration method

Bromide US EPA 300.1 (1997) IC (DX-500, Dionex, USA)

Bromate ISO 15061 (2001) HPLC (Agilent, USA)

Volatile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

EPA 524.2 (1995) Purge & trap GC/MS

Halogenated acetonitriles US EPA 551.1 (1995) micro ECD-GC MS (Agilent, USA)

Halogenated acetic acid US EPA 552.2 (1995) micro ECD-GC MS (Agilent, USA)

Chlorinated phenol /
Brominated phenol

US EPA 8041A (2007) GC/MS (QP 2010, Simadzu)

Adsorbable organic halogens ISO 9562 (2004) Cl 10 (Behr Labor-Technik, Germany)

T abl e  1. List of standard methods applied to chemical analysis in this study

2.4 PEC와 PNEC

   ARA Plasma BWTS의 배출수가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유해지수를 산출하여 평가하 다. 유해지수는 배경농도보다 높게 검출된 각각의 화학물질에 하여 

상환경농도(PEC: predicted effect concentration)와 상무 향농도(PNEC: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를 산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PEC/PNEC가 1 이상이 산출될 경우 해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한다. PEC

는 MAMPEC 3.0모델에 탑재된 상업 무역항을 용하여 산출하 다(Baart et al.[2008]). 화학물질에 한 특

성 정보는 OECD SIDS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에서 제공하는 database에서 수집하

으며, database에 없는 화학물질은 물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자료

를 활용하 다. PNEC는 수집된 생태독성자료  가장 낮은 값에 평가계수 (assessment factor, 

MEPC[2011a])를 용하여 산출하 다. PNEC 산출 시 각 화확물질에 한 생태독성정보의 수집은 

ECOTOX database (US EPA[2009])를 이용하 다.

3 . 결  과

3.1 BWMS의 배출수에 한 WET test

   Skeletonema costatum

   S. costatum의 Chlorophyll a와 세포 도 사이 회귀분석을 한 결과 결정계수(R
2)는 0.95～0.99로 회귀방정

식의 합도가 매우 높았다(p<0.05). 따라서 Chlorophyll a와 세포수사이의 회귀방정식에 의해 산출된 세포

도에 근거하여 각 실험농도별 성장률을 계산하 다. 각 실험농도별 배출수에 72시간과 96시간동안 노출시킨 

S. costatum의 성장률은 1.36～1.96의 범 고, 조구의 성장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구는 없어 

NOEC는 100.00% 다(Table 2; ANOVA, P>0.05). 

   Tigriopus japonicus

   48시간 동안 34 psu와 20 psu 배출수에 T. japonicus를 노출시킨 결과 모든 농도구간에서 평균 95.0%이

상이 생존하 다. 시험기간 동안 T. japonicus의 유 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종료 시 에서 조구의 생

존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구는 없었다(Table 2; ANOVA, P>0.05). 

    28일 동안 34 psu와 20 psu 배출수에 T. japonicus의 유생을 노출시킨 결과 조구는 각각 평균 85.0%

와 88.3%가 생존하 고, 모든 실험구에서 평균 71.7% 이상이 생존하 고, 실험종료 시 에서 조구의 생존

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구는 없어 NOEC가 100.00% 다(Table 2; ANOVA, P>0.05).

   28일 동안 생존율 실험  포란한 어미 10개체를 선별하여 번식률을 측정하 다. 선별된 어미개체는 번식

률 실험 동안 모든 실험구에서 70%이상이 생존하 다. 34 psu 배출수의 경우 어미 개체당 생산한 유생은 

조구에서 32개체, 실험구에서 26개체 이상을 생산하 으며, 20 psu 배출수의 경우 조구와 실험구에서 33개

체 이상의 유생을 생산하 다. 실험종료 시 에서 조구의 한 어미 개체당 생산한 유생의 수와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실험구는 없어 NOEC는 100.00% 다(Table 2; ANOVA, P>0.05).

   Paralichthys olivaceus

   96시간 동안 34 psu와 20 psu 배출수에 P.  olivaceus의 치어를 노출시킨 결과 각각 91.7%이상이 생존하

다. 실험종료 시 에서 조구의 생존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구는 없어 NOEC는 100.00% 다

(Table 2; ANOVA, P>0.05)

   34 psu 배출수에 넙치의 수정란을 노출시켜 7일 동안 부화자어 단계까지 찰한 결과 조구의 생존율은 

78.9% 고, 실험구의 생존율은 54.4～84.4%로 배출수 농도가 100.00%인 실험구에서 가장 낮았다(Fig. 2b). 34 

psu 배출수 실험의 종료시 에서 100.00% 실험구의 생존율은 조구의 생존율과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Fig. 2b; ANOVA, P<0.05). 따라서, NOEC와 LOEC는 각각 50.00과 100.00% 다. 7d-LC50은 100.00%이상이

었고, 7d-LC25는 85.15%로 산출되었다(Table 2). 반면 20 psu 배출수의 경우 조구의 생존율과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실험구는 없어 NOEC는 100.00% 다(Table 2; ANOVA, P>0.05).

3.2 화학분석결과

   34 psu  20 psu 배출수에서 활성물질로 분류되는 bromide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bromide 이온은 일반

으로 해수에 수십 ppm 농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배출시 검출된 농도는 배경농도보다 낮았다.

   부산물질로 34 psu 배출수에서 volatile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가 주로 검출되었다(Table 3). 그 

 배출시 해수의 배경농도보다 높거나 새로 생성된 물질은 bromobenzene, chlorobenzene  

4-chlorotoluene이었고, 각각 0.13, 0.18  0.10 μg L-1의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20 psu 배출수의 경우 volatile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와 halo-acetonitrile 성분들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물질들은 34 psu 

배출수와 다소 달랐으나, 해수의 배경농도보다 높게 검출된 물질은 없었다.

a b

c d

Fig. 2. The change of survival rate of the olive flounder fish, Paralichthys olivaceus, exposed on the effluent 

from ARA Plasma BWTS during 96 hours and 7 days (a: 96hrs-34psu experiment (juveniles); b: 7days-34psu 

experiment (fertilized eggs); c: 96hrs-20psu experiment (juveniles), d: 7days-20psu experiment (fertilized eggs)). 

Vertical bar is represented standard deviation.



Salinity of 
Ballast water Species

L(E)C50 95 % confidence of 
limit NOEC LOEC

Remarks

End point Conc.(%)
lower upper

Conc.(%)
Conc.(%)

Acute

34 psu
TJ 48h-LC50 >100.00 - - - - SR

PO 96h-LC50 >100.00 - - - - SR

20 psu
TJ 48h-LC50 >100.00 - - - - SR

PO 96h-LC50 >100.00 - - - - SR

Chronic

34 psu

SC
72h-EC50 >100.00 - - 100.00 >100.00 GI

96h-EC50 >100.00 - - 100.00 >100.00 GI

TJ
28d-LC50 >100.00 - - 100.00 >100.00 SR

28d-EC50 >100.00 - - 100.00 >100.00 RP

PO
7d-LC50 >100.00 - -  50.00  100.00 SR

7d-LC25   85.15 72.17 > 100.00  50.00  100.00 SR

20 psu

SC
72h-EC50 >100.00 - - 100.00 >100.00 GI

96h-EC50 >100.00 - - 100.00 >100.00 GI

TJ
28d-LC50 >100.00 - - 100.00 >100.00 SR

28d-EC50 >100.00 - - 100.00 >100.00 RP

PO
7d-LC50 >100.00 - - 100.00 >100.00 SR

7d-LC25 >100.00 - - 100.00 >100.00 SR

T abl e  2. Acute and chronic aquatic toxicity data on the effluent from ARA Plasma BWTS (TJ: Tigriopus 

japonicus; PO: Paralichthys olivaceus; SC: Skeletonema costatum; GI: Growth Inhibition; SR: Survival rate; RP: 

Reproduction)



Sampling time 0 day 1 day 5 day

Sampling point/tank TEW CW TW CW TW CW TWBD TWAD

Compounds MDL

34 psu 

Active Substance (mg L-1)

Bromide (Br
-) 0.01 65.5 63.5 64.2 62.4 63.2 65.5 64.5 63.5

Volatile halogenated organic compound (μg L-1)

1,2,3-Trichloroproane 0.01 - - 0.45 0.00 0.30 0.00 0.00 0.00

1,1-Dichloroethene 0.02 - 0.01 - - 0.02 - - -

4-chlorotoluene 0.01 - - - - - - 0.12 0.10

Bromobenzene 0.01 - - 0.32 - 0.21 - 0.15 0.18

Chlorobenzene 0.01 - - 0.16 - 0.15 0.14 0.12 0.13

Dichlorobromomethane 0.01 0.31 0.30 - 0.27 - 0.18 - -

Tetrachlomethane 0.01 0.79 - - - - - -

Trichloromethane 0.01 3.38 1.23 1.02 0.89 0.68 0.63 0.58 0.49

20 psu

Active Substance (mg L
-1)

Bromide (Br
-) 0.01 37.5 36.9 37.4 36.8 37.1 37.5 36.4 36.9

Volatile halogenated organic compound (μg L-1)

Chlorobenzene 0.01 0.33 0.32 0.21 0.17 0.18 0.04 0.05 0.06

Dichlorobromomethane 0.01 0.13 0.12 - 0.08 - 0.02 - -

Dichloromethane 0.02 0.98 0.83 0.51 - - - - -

Trichloromethane 0.01 4.15 3.85 1.13 2.95 0.92 0.85 0.37 0.45

Halo-acetonitriles (μg L-1)

Chloral hydrate 0.002 0.27 0.25 0.19 0.17 0.15 0.08 0.05 0.07

Dichloroacetonitrile 0.001 0.38 0.35 0.30 0.21 0.10 0.19 0.03 0.04

T abl e  3 . Chemical analysis results in test water, control water and treated water by ARA Plasma BWTS test 

waters (TEW: Test Water (Background seawater for using experiment); CW: Control water (untreated seawater 

by ARA Plasma BWTS); TW: Treated water by ARA Plasma BWTS; TWBD: Treated water before discharge; 

TWAD: Treated water after discharge; MDL: Minimum detection limit; -: Not detected.)

3.3 PEC와 PNEC

   ARA Plasma BWTS의 34 psu 배출수에서 배경농도보다 높게 검출된 bromobenzene, chlorobenzene과 

4-chlorotoluene에 하여 PEC를 산출하 고, 최  PEC는 각각 3.34E-03, 2.10E-03  1.73E-03 μg L-1로 

측되었다(Table 4). Bromobenzene은 담수종 2종에 하여 생태독성정보가 있어 PNEC 산출 시 평가계수 

1,000을 용하 다. Chlorobenzene  4-chlorotoluene은 담수종 는 해수종에 하여 3종 이상의 생태독성

정보가 있어 PNEC 산출 시 평가계수 100을 용하 다(Table 4와 5). Bromobenzene, chlorobenzene과 

4-chlorotoluene의 PNEC는 각각 1.6, 0.5  1.9 μg L
-1 다(Table 4). Bromobenzene, chlorobenzene과 

4-chlorotoluene의 PEC/PNEC는 각각 2.09E-03, 4.20E-03과 9.11E-04로 1을 과하는 물질은 없어 생태 해

성이 없을 것으로 측되었다(Table 4).

Compounds
PEC

(μg L-1)
Toxicity

(μg L-1)
Assessment 

Factor
PNEC

(μg L-1)
PEC/PNEC

Bromobenzene 3.34E-03 1,600 1,000 1.6 2.09E-03

Chlorobenzene 2.10E-03 50 100 0.5 4.20E-03

4-Chlorotoluene 1.73E-03 190 100 1.9 9.11E-04

T abl e  4 . PEC value from MAMPEC 3.0, PNEC value calculated from lowest ecotoxicity data and assessment 

factor and PEC/PNEC of relevant chemicals generated by ARA Plasma BWTS (toxicity: lowest ecotoxicity data)



Taxonomic / Scientific name Endpoint
Value

(μg L
-1)

Bromobenzene Fresh water
Crustacean Daphnia magna 24h-EC50 1,600

Fish Pimephales promelas 96h-LC50 5,600

Chlorobenzene

Fresh water

Algae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NOEC 100,000

Crustacean Daphnia magna NOEC 1,400

Fish Micropterus salmoides 6.5d-LC50 50

Salty water

Algae Skeletonema costatum NOEC 100,000

Crustacean Americamysis bahia NOEC 11,100

Fish Cyprinodon variegatus LC50 8,900

4-Chlorotoluene
Fresh water

Algae Scenedesmus subspicatus 7d-EC03 160,000

Crustacean Daphnia magna 24hr-EC50 9,000

Fish Carassius auratus NOEC 190

Salty water Crustacean Nitocra spinipes 96hr-LC50 11,800

T abl e  5 . Ecotoxicity data of relevant chemicals generated by ARA Plasma BWTS (source: ECOTOX 

database)

4. 고  찰

   본 연구에서 34 psu 배출수에 한 WET test 결과 S. costatum과 T. japonicus에 하여 개체군 성장, 

유 해, 생존  번식력에 미치는 독성 향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까지 개발된 UV를 사용하는 BWMS의 

WET test 결과는 S. costatum을 포함한 식물 랑크톤(Phaedactylum tricornutum  Dunaliealla 

tertiolecta), 단각류(Hayle barbicornis), 요각류(Nitocra spinipes), 갑각류(Artemia fraciscana), 로티퍼

(Brachionus plicatilis)를 이용한 실험은 ․만성 독성 향을 보이지 않아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 다

(MEPC[2007], [2009a], [2011e]). UV의 살균은 DNA의 분자가 UV를 흡수하면서 이합체화반응을 야기시켜 

살균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괴내의 유기  무기 분자가 UV를 흡수함으로 인하

여 수질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Liltved and Tryland[2005]). 특히, 살균력이 가장 좋은 254 nm의 장에서 

103～105 mWs/cm2의 세기로 천연유기물(NOM, Natural organic compound)에 UV를 조사하 을 때 용존유

기탄소의 양과 분자 크기를 감소시킨다(Parkingson et al.[2003]). 한, NOM을 함유한 물에 UV를 강하게 

조사한 결과 녹조류인 Selenastrum capricornutum의 성장이 억제되었고(Gjessing and Källqvist[1991]), 물벼

룩 Daphnia carinata을 이용한 성독성 실험에서 물벼룩의 유 해가 찰되어 잔류 독성을 보여 본 실험

결과와 차이를 보 다(Parkingson et al.[2001], [2003]).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UV 조사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실험에서 UV의 조사시간은 15～30시간이었지만, 본 실험의 경우 ballast water 배 내 유속

은 최  3m/s로 ballast water가 MPUV 반응기를 통과하는 시간은 수 이내이므로 UV 조사에 의하여 생성

될 수 있는 부산물질들의 농도가 S. costatum  T. japonicus에게 독성 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으로 단된다.

   Plasma를 이용하여 살균처리를 할 때 Hydroxyl radicals (OH•)과 O2
•－, O2H

•, O3H
•, OH－, HO2

－, 

O3OH
+    O3

•－ radical 그리고 미량의 H2O2와 O3의 물질들이 함께 생성되지만, hydroxyl radical  련 

물질들은 반응성이 높아 bacteria와 단세포 조류를 제거하는 데 효율 이면서 잔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UV와 plasma를 이용하여 해수를 처리할 때 잔류화학물질의 생성은 기 하기 어렵다(Bai et al.[2005]; Juák 

et al.[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P. olivaceus의 수정란을 100%의 34 psu 배출수에 7일간 노출 시켰을 때 

미약한 독성 향이 검출되었다(Table 2, Fig. 2b). 화학분석결과 bromobenzene, chlorobenzene  

4-chlorotoluene의 생성은 34 psu 배출수에서만 나타났으며, 34 psu 배출수에서 검출된 어류의 만성독성은 

이 세가지 화학물질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Bromobenzene, chlorobenzene  4-chlorotoluene이 생성된 

것은 시 (thinner)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34 psu 배출수 실험 시작 30여일 에 ballast water tank 내부

에 도색작업이 이루어졌었고 실험  시험탱크 내에 시  특유의 냄새가 남아있어 도료가 완 히 건조되지 

않았음을 인지하 다. 따라서 도색작업에 사용된 시 에 포함되어 있는 benzene과 toluene이 세 가지 물질의 

생성에 여한 것으로 단된다. bromobenzene  chlorobenzene의 합성은 iron 존재 하에 bromine 는 

chlorine과 결합하면서 iron (III) bromide (2FeCl3) 는 iron (III) chloride (2FeBr3)가 생성되어 이들이 매

작용을 하고, benzene과 치환반응에 의하여 일어난다(Murty[2008]). 한 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UV 존재 

하에 열로 인하여 bromine 는 chlorine과 결합하여 생성되기도 한다(Murty[2008]). 수 에서 직  작용하는 



plasma의 양극에서 해수 의 Br－ 는 Cl－ 일부가 Br2와 Cl2로 변환되어 iron 이온과 결합하여 매역할을 

하 거나, ballast water 처리장치인 MPUV와 plasma 주변에서 발생되는 열이 해수 내의 bromine과 chlorine

을 benzene과 반응시켜 bromobenzene 는 chlorobenzene이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한  chlorobenzene

은 toluene이 산화 되면서도 생성되기 때문에(Patterson et al.[1999]), 시 에 함유된 toluene이 MPUV와 

plasma에 의한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4-chlorotoluene은 정상기압과 상온조

건에서 chlorine의 존재 하에 toluene의 매변환으로 생성되며(OECD[2005]), 염산과 H2O2를 사용하여 

toluene을 산화 염소화(oxidizing chlorination)시켜서 생성시킬 수 있다(Salakhov[2003]). 따라서, plasma & 

MPUV에 의하여 bromobenzene, chlorobenzene  4-chlorobenzene이 생성되었으나 이는 toluene과 benzene

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며, UV & plasma의 살균처리 시 필연 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질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수 에 특정 화학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PBT 특성 즉, 지속성(persistency)과 생물축 성(bioaccumulation) 

그리고 생태독성(toxicity)으로 정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속성과 생물축 성은 화학물질의 반감기

(Half-life), log Kow 는 BCF값으로 평가한다(EC[2003]). MEPC에서 제안한 PBT 기 은 반감기가 60일 

과, log Kow 값이 3 과, 만성독성시험에 의한 NOEC값이 0.01 mg L
-1 미만일 경우 PBT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단한다(MEPC[2011a]).

   본 연구에서 수집한 각 물질에 한 생태독성자료만으로는 T특성을 평가하기 한 만성독성 NOEC 값이 

없어 불확실성이 높다(Table 6). 그러나 생성된 물질 3종의 PEC/PNEC 결과 1을 과하는 물질은 없었기 때

문에 이들 화학물질이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독성 향은 없을 것으로 단된다. Bromobenzene의 반감기  

log Kow 값은 각각 38일  2.99이며(EPI SuiteTM, v4.1 (US EPA); MERCK[2010]), chlorobenzene의 반감기 

 log Kow 값은 각각 15일  2.84이고(EPI Suite
TM, v4.1 (US EPA); ACROS[2010]), 이 두 물질은 PB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4-chlorotoluene의 반감기  Log Kow 값은 각각 38일  3.33으로, log Kow 

값이 3을 과하여 생물축 성을 가진다(EPI Suite
TM, v4.1 (US EPA); OECD[2005]). 평가 상 물질이 생물

축 성을 가질 경우 BCF 계수와 BMF (Biomagnification factor)계수를 이용하여 물질의 생물축  는 생물

확 에 한 PEC를 산출하고 어류의 생태독성정보를 이용한 PNEC 값으로 PECfish/PNECfish를 산출하여 평

가해야한다(EC[2003]). 본 연구에서는 유럽 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4-chlorotoluene의 PECfish/PNECfish 산출해본 결과 6.68E-01로 1을 과하지 않았다(EC[2003]). 따라서 생성

된 물질의 특성상 PBT 특성으로 인하여 해양에 서식하는 수용 불가한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외래종의 유입을 막아 자국의 토속종을 보호하기 해 국제사회는 모든 무역선박에 평형수처리장치의 부

착을 의무화하 고, 이로 인한 해양의 2차 인 오염을 막기 하여 IMO에서는 처리장치가 수 생물에게 미

칠 수 있는 향을 다각 으로 평가하고 안 하다고 단되는 장치에 하여 승인을 허가하고 있다. ARA 

Plasma BWTS는 filter, MPUV와 Plasma를 혼용하여 선박평형수를 처리하는 리장치이며, 본 연구에서 이 

BWMS의 배출수가 해양생물이 수용불가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WET test 결

과, 화학물질 분석 후 생성된 물질에 한 PBT 특성  유해지수를 산출하여 평가한 결과는 해양생물에게 

수용불가한 부정 인 향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도출되어 본 연구의 가설을 기각하 다.

후 기

   본 연구는 ARA Plasma BWTS의 개발과 련하여 진행되었던 일련의 실험결과들이며, 연구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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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전시회 참여업체
●기간: 2012. 5. 31 ~ 6. 1 
●장소: 대구EXCO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07번지 성인빌딩 6층
◈대 표 자 : 장희준
◈담 당 자 : 신주희
◈전시품목 : 유세포분석기 (BD Model Accuri C6)
◈전 화 : 02-575-9756
◈내 용 :
유세포 분석기는 정 한 유체학, 레이저 광학장치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특수시약과 반응된 각각의 세포에 레이저를 통과시켜 빛의 양을 측정해 해양
생물학, 세포 면역학, 분자 생물학, 미생물학적, 구조적 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연구 실험하는 기기입니다. 해양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멍게 물 증에
관련된 연구와 해양생물의 특성(면역적인 기능과 변화, 종류와 수량측정으로
DNA 성장주기와 분화과정의 이상여부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줄기세포와 조혈모세포를 이용한 골수재건과 가공, 세포내의 특이단백 발
현, 세포의 괴사(소멸)과정에서 특이효소, 특이 단백질의 역할과 기능, 유전
자 변이와 염색체 이상여부 등을 측정함으로써 그 정도 판단과 이에 대한
연계 실험들을 하며, 또한 측정 분석 후에도 세포는 생존하고 있어 분리하여
연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재)분석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해양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주 소 : 서울시 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206
◈대 표 자 : 권대석
◈담 당 자 : 김민재
◈전시품목 : 테라곤, 그리드센터2
◈전 화 : 02-3486-5896
◈내 용 :

▷ 테라콘
대규모 수치해석이나 데이터처리에 있어 일반 병렬 클러스터 시스템의 불
편함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S/W와 H/W 통합 형태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입니다. 

분산 메모리 구조의 계산용 슈퍼컴퓨터
- 메인메모리에 여러 개의 CPU가 연결된 공유메모리 슈퍼컴퓨터나 일반

PC와는 달리, 각각 메모리를 가진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계산을 나누어
처리하는 구조의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 CPU마다 개별 메인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메모리 접근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비용으로 CPU와 메모리만 늘리면 계산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 적용분야에 맞추어 설계되는, 맞춤형 고성능 슈퍼컴퓨터
- 구조해석, 유체해석, 유전자분석, 신약효과분석, 방정식풀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 응용 분야에 맞는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파일시스템,
컴파일러로 시스템을 설계, 구현합니다.

▷ 그리스센터2
모든 시뮬레이션 작업을 병렬 슈퍼컴 상의 웹 환경으로 통합합니다.
클루닉스 그리드센터2는 여러 대의 서버나 컴퓨터를 가상의 고성능 병렬컴
퓨터로 재구성하고 그 위에 플루언트, 아바쿠스, 다이나, 시놉시스, BLAST
등의 다양한 공학/과학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웹 브라우저로 용이하게 접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드센터2는 병렬 컴퓨터 상의 어려
운 계산작업을 웹 서핑처럼 쉽게 만들고 초고속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작업을 병렬 슈퍼컴 상의 웹 환경으로 통합합니다.
CAE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병렬
슈퍼컴에 설치된 CAE 프로그램을 실행, 결과확인, 저장, 재실행 등이 가능합니다.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한국항공대학교 벤처센터 303호
◈대 표 자 : 최두원
◈담 당 자 : 최두원
◈전시품목 : 수중음향 센서시스템
◈전 화 : 02-3158-3178
◈내 용 :

Echologger는 ㈜이오브이울트라소닉스에서 개발한 최고 품질의 수중
음향 관측 시스템입니다. Echologger는 짧은 기간 안에 WHOI나 USGS
같은 세계적인 해양 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chologger는
휴대와 설치가 간편한 컴팩트 디자인이면서, 최고의 성능을 구현시킨 수중
음향 시스템으로서 수중 환경 모니터링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 Echologger AA400: 자립식(Autonomous) 알티미터(Altimeter)
- Echologger EU400: 정 Echosounder (USB타입)
- Echologger ECT/ECS 400: 정 Echosounder (수 커넥터 타입)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301호
◈대 표 자 : 홍기원
◈담 당 자 : 이우현
◈전시품목 : FLOW-3D(Software)
◈전 화 : 02-2026-0442
◈내 용 :

- 범용 3차원 열, 유동해석 소프트웨어로써 ㈜에스티아이C&D가 한국내
독점공급, 유지보수, 기술지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막강한 자유표면 기법으로 유체의 유동해석을 구사하며, 열전달 계산, 응
고현상 등의 수치모사의 정확성으로 전세계의 사용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주요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등을 사용하며, 유체의 난류시 유동해석을 위해 기본 대수형 모형
으로부터 RNG모형까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 자유표면 해석을 위해 FLOW-3D만의 특화된 VOF방정식과 FAVOR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압축성 및 압축성의 계산이 모두 가능하고
해석속도 증진을 위해 별도의 보조방정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46-1 원효빌딩 10층
◈대 표 자 : 김기완
◈담 당 자 : 김삼열
◈전시품목 : 소형부이, CTD, ADCP, 해양관측장비
◈전 화 : 02-703-0440
◈내 용 : 
㈜오트로닉스는 해양관측장비 공급과 제반서비스 및 자체기술로 제작한
관련제품으로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역에서 사용하는 0.9m 다목적 관측부이와 해양
물리조사의 기본 자료가 되는 Sea-Bird CTD,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CTD를 연결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AquaBlue, Vertical Beam(5th Beam)이 추가되어 Wave 관측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Sentinel V ADCP등을 전시합니다.

오트로닉스

(주)에스티아이 C&D

(주)이오브이울트라소닉스

(주)클루닉스

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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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6-13 거화빌딩 4층
◈대 표 자 : 태원표
◈담 당 자 : 홍승엽
◈전시품목 : 분쇄기, 체진동기, 입도분석기
◈전 화 : 031-458-0025
◈내 용 : 
태명과학㈜(www.fritsch.co.kr)는 독일 FRITSCH GmbH의 국내 Sole
Agent이며, 1983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1000여대의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료분쇄실과 입도분석실을 갖추고 고객님의 시료를 분쇄
Test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기관의 연구소의 광물 시료 270여점을
분쇄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시료를 분쇄, 입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쇄기의 종류
- Planetary Mill
- Variable Speed Rotor Mill
- Cutting Mill
- Vibrating Cup Mill
- Jaw Crusher
- Disk Mill
- Vibratory Micro Mill

분쇄 가능한 시료: RoHS 시료, 전자부품류(세라믹, 금속), Polymer 류
(LN2 동결분쇄), 각종 곡물류, 씨앗류, 종자류, 사료류, 금속분말(Cu, Ag,
Ni ...), 광물, 세라믹류(frits, Soil, Sediment...), 어패류(조개, 새우...)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11 제이플라츠 빌딩 1306호
◈대 표 자 : 피터에스맥도날드
◈담 당 자 : 전성혁
◈전시품목 : 소프트웨어
◈전 화 : 02-6344-6584
◈내 용 :

CD-adapco 는 유체유동, 열전달, 응력 및 기타의 관련 현상을 위한 전
분야의 공학 시뮬레이션 (CAE) 솔루션을 제공하는 앞서가는 세계적인 공급
자입니다.
STAR-CCM+ 는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 내에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엔지니어링 physics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STAR-CCM+ 는 단지 하
나의 CFD솔버를 훨씬 뛰어넘어, 유동(유체와 고체의), 열전달 및 응력을 포
함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공학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STAR-CCM+ 는
multi-physics 와 복잡한 기하형상을 포함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비할데 없이 탁월합니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C동 102호

◈대 표 자 : 김 성
◈담 당 자 : 김성철
◈전시품목 : 다항목수질측정기
◈전 화 : 02-896-2235
◈내 용 : 

1. 회사소개 및 사업분야
본사는 인간과 모든 생명의 원천인 물을 정확하고 손쉽게 측정하여 수환경
개발, 보전, 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계 되시는 모든 고객들께 지속적이고 신
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를 목표로 합니다. 
사용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함으로써 수환경 변화의 정확한 예측 및 신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하여
고객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서설계, 수질측정기 유/무선 통합기술, 센서신호 처리기술, 수질측정장비,
측정기 전용 Display, Logger

2. 출품장비소개
다항목수질측정기(M100, M1000)
● 하천, 댐, 해양 등 모든 수환경의 데이

터를 모니터링.
● 하나의 본체에 여러개의 센서를 부착 가능

(DO, pH, 전기전도도,수심, 탁도).
● RS 232, RS 485, SDI-12등의

다양한 출력 방식지원
●저전력 설계를 구현하여 장기간 모니터링에 적합.

TMS(실시간원격모니터링) 시스템
●현장의 측정 데이터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다.
●현장에 따라 육상설치, 부의설치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하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침수되더라도

방수설비에 의해서 보호됨.  
● 유지관리가 간단하다

측정기전용 Display & Logger
● 측정기에서 측정되어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및 시각화 가 가능하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

● 터치스크린 기능 지원
● USB 지원
● SD memory 장착가능(최대 2GB)

기술과환경(주)

씨디어댑코 코리아

태명과학(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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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위치 : 대구 EXCO

※ 전시회 참여업체

❶ 인스코리아

❷ ㈜클루닉스

❸ ㈜이오브이울트라소닉스

❹ ㈜에스티아이C&D

❺❻ 오토로닉스

❼ 태명과학(주)

❽ 씨디어댑코 코리아

❿ 기술과 환경㈜

학회접수테이블 학회접수테이블

커피브레이크

안내현황판

전시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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